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SBC Mtg, 12/9 Health Order, SF Port Micro-LBE 대출
 
2020 년 12 월 11 일
 
독자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주말에 접어 들면서 공지 사항과 뉴스를 제공 합니다.
 
경우 당신이 그것을 놓친 시장 런던 N. 품종이 발표 한 새로운 조치를 12/7, 화요일 에 도움이 재정 지원을 가져 SF
COVID-19의 영향을 한 중소기업 . 이러한 조치에는 연간 2020 년 및 2021 년 통합 라이선스 수수료 마감일 을
10/31/21로 연기 , 공유 공간 주식 보조금 출시, 라틴계 대출 기금 출시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검토 (12) / (9) 전자 뉴
스 정리 해보에 대한합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얼마나 힘들 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415) 554-6134로 전화하여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우리는 기업들이 정보와 리소스를 위해 자주 oewd.org/covid19 를 확인
하도록 권장 합니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SF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특별) – 12 월 월요일 . 14 @ 오후 4:30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법률에 대해 알아 보려면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위원
회에 참여하여 특별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월요일 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개의 장기 운영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에 대한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애플리케이션 및 결의안 승
인
49 South Van Ness 의 새로운 SF 허가 센터 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소방서와 공유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 장소 지원을위한 결의안 채택 제안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s://sfosb.org/mee�ng/commission-mee�ngs-december-14-2020-agenda를 방문 하십
시오 .
 
새로운 건강 주문-유효 12/10/20
샌프란 시스코 발행 새로운 건강 순서 에 따라 12/9/20에 집 순서에서 국가의 최근 지역 숙박과 일시 중지하고 계속
특정 실내 및 실외 사업과 활동을 제한합니다. 여기 에서 변경 사항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12/10/20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 한 것입니다 .
 
소매 | 지침 2020- 07B | 업데이트 된 HSP
독립형 식료품 점 : 

독립형 식료품 점에 대한 총 점유 한도는 입구 측정 을 통해 35 % (20 %에서 증가)로 변경 되었으며 매장 에
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   점유 한도에는 고객 만 포함 됩니다 .
노인과 만성 질환 또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 시간을 마련해야합니다.

필수 소매 실내 (약국, 철물점 등)
입구 미터링 및 매장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가 가능한 20 % 용량 . 점유 한도에는 고객 만 포함됩니다.

호텔 및 숙박 시설 | 지침 2020-29
COVID-19 완화 및 봉쇄 조치, 치료 조치, 필수 근로자를위한 숙박 시설 또는 주택 솔루션을 포함한 필수 기능
에 대한 숙박이 허용됩니다. 승인 된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스포츠 팀과 영화 / 미디어 팀은이 목적을 위해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nounces-new-measures-financially-support-local-small-businesses-durin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hosted.verticalresponse.com/604411/b4b57f6f03/TEST/TEST/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hosted.verticalresponse.com/604411/b4b57f6f03/TEST/TEST/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hosted.verticalresponse.com/604411/b4b57f6f03/TE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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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commission-meetings-december-14-2020-agend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meeting/commission-meetings-december-14-2020-agend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meeting/commission-meetings-december-14-2020-agend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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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07-Summary-of-Chang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Summary-of-Chang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dcp.org/infectious-diseases-a-to-z/coronavirus-2019-novel-coronavirus/coronavirus-2019-businesses/%231606066780796-2d6f83d7-8e87#1606066780796-2d6f83d7-8e87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07-Groceries-Pharmacies-Farmers-Market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07-HSP-Groceries-Pharmacies-Farmers-Market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dcp.org/infectious-diseases-a-to-z/coronavirus-2019-novel-coronavirus/%231600061674030-57a85ab5-926b#1600061674030-57a85ab5-926b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9-Lodging-Facilities.pdf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숙박 시설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주내 예약을 수락하거나 존중할 수 없습니다.
숙박 시설은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비 필수 여행에 대한 주 외 예약을 수락하거나 존중할 수 없습니
다. 

놀이터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 지침 2020-36 , )
실외 운동장 5 am-10p에서 수 m . 정부 기관에서 운영 하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에만 허용됩니다 . [참고 : 야
외 놀이터는 이전 에 State Stay At Home Order에 따라 폐쇄 되어야 했지만, 주정부 는 12/9에 개장을 허용하
기 위해 명령을 변경했습니다.]
야외 스케이트 공원, 야외 롤러 및 아이스 링크, 야외 배팅 케이지 및 야외 미니 골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 | 주문 번호 C19-07 , 부록 C-2 , 지침 2020-15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2 명까지와 골프, 테니스 & 피클 시간 ousehold 의
U의 300마다 다른 가구에서 2 수영에 페이지 평방 피트 . 의 S hared 의 wimming의 P는 OOL 의 속도
야외 레크리에이션는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에서 혼자하지 않는 한 또는 동일한의 회원들과 허용 시
간 ousehold.

모임 (소형 야외) | 주문 번호 C19-07 , 부록 C-2
서로 다른 가정에서 최대 2 명이 야외에 모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에서 최대 12 명이 집에서 떨어져있을
경우 야외에 모일 수 있습니다.
오전 5 시부 터 오후 10 시까 지 소규모 야외 모임 허용

 
REMINDER : 기업은 검토해야 비즈니스 활동 및 제한 테이블을 최근 현탁액 및 제한에 , 사람 및 준수하십시오 보건
주문 및 관련 건강 지침 비즈니스 유형에 관한.     
 
건강 주문 지침 문서 – 업데이트 됨
지침, 지침 팁 시트는 SFDPH (SF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및 업데이트합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업데이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Direc�ve No. 2020-07b : 약국, 농산물 직판장 , 식료품 점 및 기타 준비되지 않은 식품 및 가정용 소비재 및 철
물점을 위한 모범 사례 (12/10)
약국, 농산물 직판장 및 가판대, 식료품 점 및 기타 준비되지 않은 식품 및 가정용 소비재, 철물점을위한 건
강 및 안전 계획 (12/10)
COVID-19 대유행 동안 더 안전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위한 팁 시트 (12/10)
FAQ : 일반 환기 (12/10)
여기 에 다음 학교, 보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지침에 번역이 추가되었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COVID-19 건강 검진 (12/9)
누군가가 COVID-19를 의심하거나 확인한 경우 : 학교, 보육 및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위한 빠른
가이드 (12/9)
일반 노출 권고 – 성인 (12/9)
학교, 보육 및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가까운 연락처 목록, 샘플 템플릿 (12/9)

최근에 발표 된 SFDPH 정보 및 지침 및 관련 번역은 SFDPH 질병 예방 및 통제 – 새로운 소식을 참조하십
시오 . 또한이 페이지를 방문하여 기업, 고용주 및 직원을 확인하십시오 .

 
건강 주문 FAQ – 업데이트 됨
보건 주문하기 자주 묻는 질문은 12/8/20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반 비즈니스와 같은 광범위한 건강 주문 주제
와 개인 서비스, 소매점, 식료품 점, 레스토랑 및 바를 포함한 산업별 질문에 대해시에서 답변 한 질문을 찾을 수 있
습니다.
 
PORT OF SAN FRANCISCO, MICRO-LBE 대출 프로그램 출시 – 지금 오픈
T 그는 샌프란시스코 마이크로 LBE의 고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포트 와 공동으로 개발 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포트 및 지역 대출 메인 스트리트 시작합니다 . 포트는 다양한 지역 계약 공동체의 가치를 인
식하고 $ 전용 1M를 대출 의 자격 포트 계약자, 하청 업체 / subconsultants 및 세입자에 각각 $ 25,000까지. 
 
Micro-LBE Hardship 긴급 대출 구제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dcp.org/infectious-diseases-a-to-z/coronavirus-2019-novel-coronavirus/%231606084434653-a6bf924a-4e79#1606084434653-a6bf924a-4e7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36-Playground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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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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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2020-15-Tennis-Golf.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dcp.org/infectious-diseases-a-to-z/coronavirus-2019-novel-coronavirus/%231591382935278-cf88199c-5393#1591382935278-cf88199c-5393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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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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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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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07-Groceries-Pharmacies-Farmers-Market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07-Groceries-Pharmacies-Farmers-Market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07-Groceries-Pharmacies-Farmers-Market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07-HSP-Groceries-Pharmacies-Farmers-Market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files/ig/COVID-19-Tips-Safer-Social-Interaction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files/ig/FAQ-General-Ventilation.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dcp.org/covidschoolschildcar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dcp.org/infectious-diseases-a-to-z/coronavirus-2019-novel-coronavirus/covid19whatsne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dcp.org/infectious-diseases-a-to-z/coronavirus-2019-novel-coronavirus/coronavirus-2019-business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cityattorney.org/wp-content/uploads/2020/12/Stay-Safe-at-Home-Health-Officer-Order-FAQs-Rev-12.08.20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vanan.url-protection.com/v1/url%3Fo%3Dhttp%253A//r20.rs6.net/tn.jsp%253Ff%253D001tkVYYC33dXpZ5aCRvMgwLZ5mzO09b06zuAZE_kJ4k2qHfb-uSyi9OiBO4AfmYxnpivX63dZKZhOlU8f379lA36sJ6N5f5XmQx8nh7bZ_7j0xLqNIdPaIQ8ERuGX0NtwPCbM6dv7I1yd00dHVQjWCyw%253D%253D%2526amp%253Bc%253D4XJr-CnBSDbK5ygMuuFD6Egi0mG09paeI9TzPBGmblGfKEn3u272pA%253D%253D%2526amp%253Bch%253DQLMhuFsfxu_LZpsx7BpEs4wIPqFb8FKFxmEKZxRRYc-xBe7qcz6tmw%253D%253D%26g%3DMTZkZWYyYzk2NmFmNjhlNQ%3D%3D%26h%3DNTRhMzExYWQ4MDBjODQyMzRlMzIxNTk4ODkzZmFlNDZiNDgzMGQ1NDk1N2YyZjY5ZjQzZWFhODA2YjgzMjRhMg%3D%3D%26p%3DYXAzOnNmZHQyOmF2YW5hbjpvZmZpY2UzNjVfZW1haWxzX2VtYWlsOjZkNGNjMWE1YWVlYTI5YWU0ZWI0YTg4MGRmN2ZkMmU3OnYx


최대 $ 25,000
0 %이자
5 년 상환 조건
샌프란시스코시 및 카운티에서 Micro-LBE로 인증 된 항만 계약자, 하청 계약자 / 하청 컨설턴트 및 세입자에
게 개방됩니다.

 
여기 에서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문
의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0 년 12 월 18 일 오후 11시 59 분 입니다.   
 
SF 교통 인용 및 요금 인하 요청을위한 새로운 도구
어제 샌프란시스코 는 교통 법정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을위한 새로운 온라인 도구 인 ed MyCita�ons를
출시했습니다 . 도구는 수 당신이 온라인 트래픽을 인용를 조회 및 금융 필요에 따라 빚 양에 가능한 감소에 대한 요
청을 제출합니다. 또한 지불 계획, 지불에 더 많은 시간 또는 지역 사회 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MyCita�ons 를
통한 요청은 30 일 이내에 법원의 답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yCita�ons 는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 도구에 대한
비디오 데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
 
자신의 교통 위반 티켓을 지불 할 수없는 사람들을 위해, V는 ISIT SF 우수한 법원의 지불을 감당할 수를 웹 페이지
와 여기 로부터 가이드입니다 SF 벌금, 수수료 및 티켓 할인의 금융 사법 프로젝트 저소득 산 프란체스코 의 .
 
중요한 예정일

12/10/20 - SF 재산세 마감일 첫번째에 대한 재산세의 할부 이었다 SF 재무 및 세금 컬렉터로 인해. COVID-19
위기로 인해 소기업 또는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온라인 으로 벌금 면제 요
청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되면 2021 년 5 월 6 일까지 행정 명령 N-61-20에 따라 연체료없이 청구서를
지불해야합니다 .
1 / 1 / 21 * – 2021 SF HCSO (Health Care Security Ordinance) 증가 된 지출 비율 이 발효 됩니다. HCSO 포스터
는 모든 작업장 또는 작업 사이트에 게시해야합니다. 2021 년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명 이상의
근로자가있는 대규모 고용주 : 시간당 $ 3.18 지불 가능; 중간 고용주 : 20-99 명의 근로자가있는 사업체, 50-
99 명의 근로자가있는 비영리 단체 : 시간당 $ 2.12 지불 가능. 소규모 고용주는 면제됩니다 : 0-19 세의 기업,
0-49 명의 근로자가있는 비영리 단체.
1 / 1 / 21 * – CA 고용주를위한 성희롱 교육 마감일. 성적 괴롭힘과 학대 행위 방지 교육은 5 인 이상 CA 고용
주의 CA 기반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2 년에 한 번 제공되어야합니다. 비 감독 직원의 경우 1 시간, 감
독자와 관리자의 경우 2 시간입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 여러 언어로 된 리소
스 및 자료를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FAQ를 검토하십시오 . * 12/9 e- 뉴스에 오타 가 있습니다 . 날짜
의 HCSO 및 성희롱 연수는 이다 1/1/21하지 1/1/20. 
 
 

자금 조달 / 세금 크레딧 알림 :
SF La�no Small Business Fund – 공개, 마감일 1/14/21 SF의 라틴계 중소기업 을 위해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MEDA) 에서 관리하는 최대 $ 50,000의 
무이자 대출 . 관심있는 사업체 는 추첨 에서 어떤 사업체가 신청하도록 초대 될 것인지 확인 하기 위해 추첨
에서 고려 될 1/13/21 이전에 대출 문의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k.oewd.org/la�nofund를
방문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FondoLa�noSF@medasf.org로 연락 하거나 415-612-2014로 전화하십시오.   
재개 장을위한 SF의 빛 – 오픈 
비즈니스는 옥외 장벽 및 가구와 같은 매장 COVID-19 안전 조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
다 . 이 프로그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미래의 작업에 대해 최대 $ 2k를 상환하고 특정 지역에서 최대 $ 5k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공유 공간 공평 보조금 – 
공유 공간 위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기업에 공개 환급합니다. 여성 소유, 이민자 소유, 레거시 비
즈니스 및 기존 문화 지구에있는 비즈니스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소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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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를 포함하여시의 형평성 목표를 발전시키는 지역 소유, 소수 민족 소유 비즈니스에 우선 순위가 부여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5 군 비즈니스 창구 환급 – 열기
U $ 1,000 상환에서 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D5에있는 기업을위한 교체 박살 점포 창을 이후에 일어난 사
건에 대한 3/17/20을 .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 공개 
대출은 전염병 기간 동안 CA 소기업에 책임 있고 저렴한 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위한 공공 및 민
간 기관의 주 전체 노력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대출 기관에 의해 제공됩니다. 2019 년에 최대 50 명의 정규
직 직원과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ALoanFund.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 
열기 - 메인 스트리트 중소기업 세액 공제 세액 공제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에 대한 자격을 갖춘 CA 중소기업
할 소득세에 대해 사용하거나 하는 판매 및 사용 세금에 대해 크레딧을 적용하는 취소 불능 선거를합니다.
사업체는 여기 에서 CA CDTFA (C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on)에 1/15/21 까지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발행됩니다. 

 
웨비나 : 어려운시기에 
중소기업 구조 조정 – 12 월 14 일 오후 6 시 
SF 커뮤니티 비즈니스 법률 센터에 의해 발표, t는 자신의 법적 웹 세미나는 데 도움이 소규모 기업 들이 같은 ES 피
벗 COVID 19시를. 주제에는 주요 계약 재협상, 법인 구조 변경, 공동 소유자의 인수 또는 인수, 비즈니스 전체 또는
일부 판매, 부채 구조 조정 등이 포함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가상 타운 홀 : 중 여성 비즈니스 소유자를위한 보험 문제 COVID - 19 - 12 월 16 일 오후 1시 반 
에 참여 Vikita 가상 타운 홀에 대한 포인 덱스터, 여성 비즈니스 소유자 캘리포니아 협회 (NAWBO-CA) 대통령과 CA
보험 감독관 리카르도 라라 COVID-19 대유행 비상 사태 동안 여성 사업자의 보험 문제에 대해 여기에서 등록하십시
오 : h�ps://�nyurl.com/womenbusinessowners
 
CA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30 분 정책 요약 – 12 월 18 일 금요일 오전 11시 
소규모 기업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중소 기업 대부분 과 마이크로 기업 기회의 캘리포
니아 협회 ( CAMEO) 호스트 매주 가상 갱신 금요일 들이 중소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연방 및 주 정부 정책 및
규제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
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
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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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311 번으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COVID19SF 문자
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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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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