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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7 월 28 일
 
독자 여러분,
 
우리는 7 월 마지막 주에있을 때, 아래 네브라스카이다 w 업데이트 및 마감.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여기 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이 있으시
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보건 주문 의 업데이트
대피소 건강 주문 번호 C19-07f
목 전자 장소 보건 주문 번호 C19-07f에서 업데이트 대피소는 변경 및 장소 순서에서 이전에 쉼터를 대체합니다.
특히,이 동안 카운티의 접근 방식의 변화는 위험 감소에 더 초점을 반영 t 증가에 동시에 유지는, 비즈니스 및 기타
활동을 재개 계획을 건강 데이터를 기반 .
 
이 개정 명령 에는 필수 활동, 부록 C-1 (추가 사업) 및 부록 C-2 (추가 활동)에 따른 장례 서비스 업데이트가 포함됩
니다 .
 

2020 년 7 월 20 일부터 모든 장례식 서비스가 야외에서 개최되어야합니다.
주립 보건 국장이 재 개설을 승인 한 후 공중 보건 담당관의 추가 주문이있을 때까지 실내 쇼핑 센터는 매
장 내 소매점에 공개 할 수 없습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내 소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이전에 보건
책임자의 서면 승인을받은 쇼핑 센터조차도 일시적으로 대중과 가까워 야합니다. 또한, 실내 쇼핑 센터의
모든 비즈니스 (필수 비즈니스 포함)는 일시적으로 대중과 가까이 있어야합니다. 이 정학 기간 동안 실내
쇼핑 센터에 승인 된 계획이있는 경우 커브 사이드 / 아웃 도어 픽업을 위해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장소와 프로 스포츠 팀은 계속해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명 이상이 참여하는 실내
행사에 대한 계획은 보건 담당자의 추가 통지가있을 때까지 승인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를위한 사무소는 주 보건소의 재 허가를 승인 한 후 보건소의 추가 주문이있을 때
까지 운영 할 수 없습니다. 필수가 아닌 비즈니스를위한 사무실을 다시 열면 명시된 운영 조건이 개정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물품의 커브 / 아웃 사이드 픽업 및 드롭 오프를 위해 열리고시 행정관의 승인을받을 수 있습니
다. 모든 직원과 고객은 사회 질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건강 명령 번호 C19-12c 의 제한된 예외 사항
에 따라 주문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

페이스 커버 업데이트 주문 번호 C19-12c
2020 년 7 월 23 일 오후 11시 59 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사람들 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한이 새
로운 명령 을 준수해야합니다 . 요약하면이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거실 구성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6 피트 이내에 있고 6 피트 요건을 충족 할 수있을 정도로 일찍
착용해야하는 경우, 거주지 밖에서는 모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자주 바뀌고 번잡 한 보도와 같이 종종 6 피트 이하가되는 야외에서는 얼굴 가리개
를 착용해야합니다.
완전히 밀폐 된 개인 공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격리 된 공간에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로비, 휴게실, 복도, 세탁실, 음식 준비 공간 및 욕실을 포함하여 건물의 공용 구역에있을 때는 누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과
가족이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음식이나 기타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포 할 때는 모두 얼굴 가리개를 착
용해야합니다.

 
필수 비즈니스, 아웃 도어 비즈니스, 추가 비즈니스 및 필수 인프라 작업, 최소 기본 운영, 필수 정부 기능, 야외 활
동, 추가 활동 또는 건강 관리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있는 단체 및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a) 직원, 계약자, 소유주, 자원 봉사자, 공연 근로자 및 기타 직원이 작업장에서, 그리고 본 주문서에 의해 요구
되는대로 항상 현장 밖에서 작업을 수행 할 때 그리고 주문에 포함 된 예외에 대한 허용으로 얼굴 가리개
를 착용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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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covid-19
mailto:sfosb@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f-Shelter-in-Place-Health-Order.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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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07f-Appendix-C2-Additional-Activiti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Order-C19-12-Face-Covering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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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객, 고객, 방문자 및 기타 사람들이 사업장, 시설 또는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내부에 줄을 서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표지판 게시와 같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십시
오. 또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중 구성원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러한 노력이 실패하면 그 사람을 섬 기지 말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
치 를 취해야 합니다.     

 
페이스 커버링이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우리는 동료 공동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나이나 건강 상태 로 인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 합니다 . "내 마스크
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마스크는 나를 보호합니다."
 
다가오는 기한
2 분기 예상 사업 세 납부 – 7/31/20 마감 예정 
사업 세 납부 는 매년 4 월 30 일, 7 월 31 일 및 10 월 3 일에 마감 됩니다. COVID-19에 대한 응답에서 , 회계 및 세무
수집가의 사무실 첫 분기 기업 세금 이연 2월 2021 년 프로에 소규모 기업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거라고 4 월 30
일에 의해 현재의 과세 연도 첫 분기 사업 세금을 미리 지불합니다. 2 분기 에 대한 비즈니스 세금은 7/31/20 때문
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지불 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사업 개인 재산세 – 8/31/20 마감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체는 매년 자신의 사업체 개인 재산 을 카운티 평가 관 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 개인
재산에는 무역,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되거나 사용되는 기계, 장비, 비품 및 임대 개선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사업체 재산 명세서를 적시에 제출하면 7 월에 사업체 재산세 청구서를 받아야합니다. 지불은 8 월 31 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며, 그 날짜 이후에 연체되며 벌금 및이자가 적용됩니다. 세금 고지서 결정 방법과 관련된 질문
은 415-554-5531 또는 이메일 askbpp@sfgov.org 로 문의하십시오 . 위해 사업 개인 속성에 대한 자세한 학습, 방문
웹 사이트를 .         
 
자금 및 자원
월급 보호 프로그램 (PPP) 
가 PPP 신청에 관심이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SBA는 PPP의 대출 신청을 승인 할 마감일 인 8 월 8 일 2020 년 SBA는
공유하고있다 대금업자를 참여의 목록 국가로 PPP에 있습니다. 은행에 PPP 신청을 수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Small Business Majority의 PPP 대출자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있는 경우
NorCal SBDC 는 (833) 275-7232 또는 이메일 : loans@asksbdc.com으로 문의하십시오 .     
 
LISC 소기업 구호 교부금

이전 뉴스 레터에서 발표 된 LISC h 는 소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여이 어려운시기를 통해 지역 경제의 주요 기능
을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랜트 지원서의 4 라운드가 마감되었고 5 라운드 가 오픈되었습니
다!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제출되어야 월의 일, 8 월 3 일 오후 11시 59 분 2020 E S T . 교부금 정보 , FAQ를 읽고 여기
에서 신청하십시오 .      
 
우버 바우처

Uber는 블랙 비즈니스에 500 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 F 500 개 대상 기업 IRST는 양식이 나타납니
다 작성하기 $ 500 위버의 바우처 당신이 당신의 가게에 발 트래픽을 유도하거나 식사 고객 / 직원을 치료하는 데
도움 또는 피드 사람들을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들. 적격 사업체는 1 명 이상 1,000 명 미만의 직원이 있어야하
며, 미국에 본사를두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예 : 중소기업청 또는 수상 관리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대로 블랙 소유이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서 가입하십시오 .
 
웹 세미나 :
킥 스타트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에서 오후 7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배우게 될 것입니다 : COVID-19에서 배운 교훈. 현재 번창하는 기업. 주요 문제는 소개
- 생각하는 프로의 죄수. 기업가의 세 가지 역할. SF 반도 공동체를위한 르네상스 워크숍과 코칭에 대해 알아보십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treasurer.org/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treasurer.org/estimated-business-tax-payments-quarterl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treasurer.org/estimated-business-tax-payments-quarterly
mailto:askbpp@sfgov.org
mailto:askbpp@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assessor.org/property-information/business-owner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0-05/PPP_Lender_List_200514.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venturize.org/resources/payroll-protection-program-lenders
mailto:loans@asksbdc.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lisc.org/covid-19/small-business-assistance/small-business-relief-gran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businesses.uber.com/support-black-owned.html%3Ffbclid%3DIwAR0imhZ9-ERWhkyQCwwCZZdj4l8bmFTVfglNRmDcrOJnC3rOYf2trSyfg3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rencenter.org/event/kickstart-your-successful-business-2/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rencenter.org/event/kickstart-your-successful-busine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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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I-9 양식의 새로운 기능 – 2020 년 8 월 5 일 수요일 12:00
I N이 한 시간 웹 세미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와 관리 및 프로그램 분석은 I-9 양식, 일반적인 실수이를 수
정하는 방법을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합니다. 또한 E-Verify의 주요 기능, 등록 방법, 고용주 책임, 프로
그램 하이라이트 및 데모에 대해 배웁니다 .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고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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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중소기업청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rencenter.org/event/kickstart-your-successful-busine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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