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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F는 지역 체류 주택 주문을 채택합니다. 추가 업데이트
 
2020 년 12 월 4 일
 
독자 여러분,

오늘, 시장 런던 N. 품종 이사 건강 그랜트 박사 콜 팩스의이 보류 기자 회견을 하기 위해 발표 주지사 뉴섬은 샌프

란 시스코를 다른 베이 지역 카운티 집 주문에 국가의 지역 스테이로 선택하고있다 발표 보다 15 지역에 대한 어제

ICU 침대 용량 %.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은 아직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시는 Alameda, Contra Costa,

Marin, Santa Clara 및 City of Berkeley와 협력하여 COVID-19 사례의 곡선을 평평하게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선제

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병원이 지역 전체에 넘쳐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건강 명령

은 2021 년 1 월 4 일까지 발효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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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oewd.org/covid19
를 자주 확인 하도록 권장 합니다.  
 
 
발표 :
 
SF 채택 국가의 지역 스테이 에서 홈 주문
일부터 12월 6일 (일요일) 오후 10시 제한 아래의 것은 발효됩니다.
 
T는 활동을 다음 그는해야합니다 작업 중단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를 :

헤어 및 네일 살롱, 이발사, 문신, 피어싱, 미용사 및 마사지와 같은 개인 서비스 는 실내 및 실외 운영을 포함
하여 운영을 중단해야합니다.
야외 식사.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기타 시설은 배달 또는 테이크 아웃을 위해서만 운영 될 수
있습니다. 구내 음식물 섭취 금지 d
야외 박물관, 수족관 및 동물원
실내 체육관. 이전 건강 명령에서 허용 된 제한된 1 : 1 실내 개인 훈련은 중단되어야하지만 야외에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극장 다이빙 및 기타 드라이브 인 공연을 포함한 드라이브 인 모임
야외 놀이터
야외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노천 버스 및 보트 운영자

 
작업 을 제한 하려면 다음 활동이 필요 합니다.

낮은 접촉 소매. 개 미용사 및 신발 수리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지향 소매점 은 도로변 하차 상황에서만 운영
될 수 있습니다 .
소매. 모든 소매점 은 수용 능력을 20 %로 줄이고 (식료품 점의 경우 25 % 및 50 % 감소) 계량 시스템을 구현
해야합니다 . 여기에는 쇼핑 센터, 철물점, 편의점 및 독립형 식료품 점과 같은 상점이 포함 됩니다 .

 
수정 을 진행 하려면 다음 활동이 필요합니다 .

호텔 및 숙박. 호텔은 업무 목적 또는 격리 및 격리를 포함한 중요한 인프라 지원을 위해 필수 작업자의 예약
만 수락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 소규모 야외 모임은 최대 12 명 (최대 3 세대에서 25 명 이하)의 1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youtu.be/EoZbnXV6cX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youtu.be/EoZbnXV6cX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12/12.3.20-Stay-at-Home-Order-ICU-Scenari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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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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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체육관 과 피트니스 센터 활동, 야외 그룹 피트니스 수업은 12 명으로 제한됩니다 . 러닝 그룹은 금지
됩니다.
보육 프로그램, Out of School Time 프로그램 또는 기타 조직 / 감독을받는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과 관련
된 청소년 스포츠 활동 은 대회 나 관중없이 야외에서만 계속 운영 될 수 있습니다 .
없음 / 낮은 접촉 는 Dult R ecrea�on 야외 c�vi�es 골프, 테니스, 피클 공, 및 보치 볼 그러나 동일 세대 내에서
참가자로 제한해야합니다. 

 
* 실내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계량 및 특별 시간 * 소매점, 식료품 점, 코너 상점, 은행 및 약국을 포함
하여 일반인이 실내 공간에 들어갈 수있는 모든 시설 은 다음을 충족해야합니다 . 

실내 고객 수용 능력을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한 계량 시스템 을 구축 합니다 . 사실상, 기업은 시설의 인원
수를 모니터링하고 20 % 수용 능력 임계 값이 항상 유지되도록 특정 직원을 지정해야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정 된 주문이 적용되는 12 월 6 일 일요일 오후 10시 이전에 설치되어야합니다. 
연구소 의 pecial 시간 만성 질환 또는 면역 체계가 약화와 노인 등을위한.

 
이 발표를 할 당시 업데이트 된 건강 명령 과 해당 건강 지침 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유형과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 및 전체 세부 정보를 보려면이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의 건강 명령은 2021 년 1 월 4 일까지 발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명령이 발효 된 후 1 주일 후에시
의 지표가 추가 3 주 동안 (총 4 주 동안) 환자 발생률과 입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주) ICU 용
량이 25 % 이상의 가용성을 유지하고있는 경우 샌프란시스코는이 상태 주문을 해제합니다. 경우 그러나, 베이, 그
것은 국가 트리거 것 15 % ICU 용량 임계 값에 도달 영역이 그 시간에서와 ICU 용량까지 적어도 삼주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계속의 홈 주문에서 지역 유지하고 위임을 앞으로 15 %를 초과 -보이는 지표는 제한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이 주문이 해제되면 샌프란시스코는주의 청사진 계층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SF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 2020 년 12 월 7 일 월요일 오후 4시 30 분
회의 참여 에 대해 배울 수있는 프로그램 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SF 소기업 말이지 . 회의 의제에 포함 :

BOS. 파일 번호 201260 -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을위한 라이센스 비용, 사업자 등록 비용 및 급여 비용 세
금의 면제
SF Venue Coali�on 및 SF New Deal의 프레젠테이션
중소기업을위한 연방 경제 부양 요구에 대한 논의

 
전체 회의 정보를 보려면 sfosb.org/mee�ngs/10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SFDPH 업데이트 된 지침 샌프란시스코 공중 보건부 (SFDPH) 는 다음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 

학교, 보육 및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기타 프로그램을위한 COVID-19 조사 도구 ( PDF )
잠정 지침 : COVID-19를 확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격리 종료 또는 직장 복귀 ( PDF )
COVID-19 : 세척 및 소독제 안전 및 승인 된 소독제 ( PDF )
임시 지침 : 장기 시설에서 COVID-19 예방 및 관리 ( PDF )
FAQ : COVID-19에 대한 중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FAQ )
 

A에 대한 모든 최근 발표 된 목록 SFDPH의 정보와 지침 및 관련 번역 방문 SFDPH 질병 예방 및 새로운 기능 - 제어 .
또한 방문 자신의 정보 페이지를 기업, 고용주, 직원 .
 
자금 지원 알림 :

SF의 고난과 긴급 대출 프로그램 (SF 도움말) * 종료 TODAY * 1 2 / 4 / @ 20 태평양 표준시 오후 11시 59분 -
시는 제공하고 0 % $ 50까지의이자 대출 K 중소 기업을 에 초점을 개인, for- 이익,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늘 오후 11시 59 분 까지 대출 문의 양식 을 작성해야 합니다 . 마감일이 지나면 MEDA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는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 할 기업을 결정하기 위해 추첨을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세부 정보를 찾고 가입 양식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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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gov.legistar.com/LegislationDetail.aspx%3FID%3D4686743%26GUID%3D443F0F5D-B870-494C-8EC3-0C0C41D0DE87%26Options%3DID%257CText%257C%26Search%3D201260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meetings/10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files/ig/exposure-investigation-tool.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sfcdcp.org/rt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files/ig/Disinfectants-Safety.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files/ig/exposure-investigation-tool.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sfcdcp.org/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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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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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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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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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 비즈니스 창구 환급 – 열기
5 군 감독관 Dean Preston과 SF 지방 검사실 은 부서진 상점 창문 을 교체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D5에 위
치한 사업체에 대해 최대 $ 1,000 의 환급 을 제공 합니다 . 사건은 매년 3 월 17 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해야
하며 연간 최대 두 번의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재개 기금을위한 SF의 빛 – 오픈 비즈니스는 옥외 장벽 및 가구와 같은 점포 COVID-19 안전 조치 비용을 지
불하는 데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향후 작업에 대해 최대 $ 2k를 상환
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최대 $ 5k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
오 . 
   
C의 alifornia 기금을 재 구축 - 오픈 
T 그는 기금을 재건 CA는 AP 통신입니다 제공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artnership CA 생존이 위기에
서 다시 도움에 대한 책임, 저렴한 자본에 접근 중소기업을. 이 기금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대출 기관에 의해
배치되고 있으며, 2019 년에 최대 50 명의 정규직 직원과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신청할 수 있
습니다. www.CALoanFund.org 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하십시오.   

 
웨비나 :
어떻게 관리하고 COVID 세계에서 예측 현금 흐름 - 12월 8일 1:30 - 3시 30 분 PM
긍정적 인 현금 흐름은 비즈니스의 생존과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Alameda 카운티 중소기업 개발 센터에 가입하여
중소기업 소유주가 현금 흐름을 관리 , 예측 및 최대화 하는 데 도움이되는 전략 및 실제 기술에 대한 웨비나를 얻으
십시오 . 웨비나가 끝나면 참가자는 향후 최대 12 개월 동안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사용자 지정 템
플릿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Small Business Majority는 COVID-19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간단하고 저렴한 대출이 필요한 캘리포니아의 가장 작
은 사업주를 돕기 위해 최근에 시작된 대출 기금 인 California Rebuilding Fund 에 대한 정보 웹 세미나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 대출은 주 전역의 지역 사회 대출 기관 을 통해 촉진 될 것 입니다. 주제에는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에 대
한 개요, 대출 준비 방법 및 사전 신청에 대한 단계별 안내가 포함됩니다.

화요일, 12 월 . 8 에서 오후 1시 상공 CA 히스패닉 상공 회의소와 협력 : 여기에 등록  
12 월 목요일 . 10 시 오전 10시 액세스 플러스 캐피탈과 제휴 : 여기에서 등록  
 

어려운시기에 중소기업 구조 조정 – 12 월 14 일 오후 6:00-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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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전부 또는 일부
매각, 부채 구조 조정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재 사업을 해체 및 해산하여 새롭고 완전히 시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
른 기업가 적 벤처가 또 다른 날. 경험 많은 비즈니스 변호사가 가르치지 만이 수업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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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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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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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