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기업에 대한 BOS 특별 청문회 12 월 22 일 @ 10 a
2020 년 12 월 1 일 8 일
독자 여러분,
중소 기업의 사무실 및 중소기업위원회는 이해 의 이있었습니다 도전 방법 샌프란 시스코의 기업을 위해 계속 자
신을 떠, 그리고 위해 찾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과 자원을 당신, 유행성 동안 노동자와 가족. 우리는 확실히 당신이
알고 만들고 싶어 당신의 목소리 기회 의 경험 과 우려 를 직접 에 우리의 사무실과 중소기업위원회를 포함한 감독
위원회 및 부서 리더십 아래의 특별 청문회의 발표와 함께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청문회 감독위원회
감독위원회는 12 월 22 일 화요일 오전 10시 에 지역 재택 근무 명령 의 영향 과 S an Francisco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전
반적인 유행병 에 대한 특별 청문회를 개최 할 것 입니다.
지구 6 감독자 매트 해니에 의해 호출, 청문회는 것 봐 " ,, 홈 주문에서 새로운 지역 스테이와 닫는 중소기업의 전반
적인 유행을 채택 다시 작업을 확장 또는 비즈니스의 외출의 영향과 영향에 대한 그들의 노동자; 영향을받은 기업
과 근로자를 지원하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회복을 보장하려는시의 계획; 소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
해 사용할 수있는 지역, 주 및 연방 자원; 요청 예산 및 법률 분석가, 컨트롤러, 중소 기업, 경제의 사무실의 사무실과
인력 그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 개발, 보건 책임자 및 보건 부서. 또한 공중 보건부와 공중 보건 담당관에게 실내 및
실외 식사에 대한 COVID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폐쇄가 발생할 때 명확한 데이터 마커 및 트리거를 제공 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의 세부 정보 청문회는 2020 년 12 월 22 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 주제는 의제 에 대한 항목 # 6입니다
.
전체 회의 의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S 특별 회의 의제 20/12/22 .
일에 대한 정보 입니다 : 특별 청문회가 여기있다 파일 번호 201407 : 청각 - 중소 기업에 홈 주문에서 새로운
지역 체류를 채택의 영향 -위원회 전체
보는 방법
온라인 : 시계가 살고 SFGovTV에서 : www.sfgovtv.org/ch1live
TV에서 : SF 케이블 채널 26, 78 또는 99 에서 시청 (제공 업체에 따라 다름)
공개 댓글에 참여
이것은 공개 의견을 허용하는 공개 회의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장려 에 전화하여 의견을 음성 중소 기업. 각 발신
자가 2 분 동안 발언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의견을 계획하십시오.
대한 퍼블릭 코멘트 , 전화 (415) 655-0001 / 회의 ID : 146 (302) 8781 #
추가 업데이트 :
중소기업 커미션 업데이트
중소기업위원회는 이러한 불확실한시기에 지원과 구제를 논의하고 옹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특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위원회 는 중소기업을위한 경제 구제를위한 연방 권고 패키지를 시장과 감독 위
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그들은 또한 엔터테인먼트 및 야간 유흥 부문 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구제를 촉구 하는 결의
안 을 시장과 감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위원회의 옹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하고 다가오는 회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여기 에서 Mission Local의 Todd Berman이 12 월 14 일 소기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의 예술적 표현
을 확인 하십시오 .

급증 관련 여행 주문 발행 * 신규 *
12/16에, 공중 보건의 SF 부서 (SFDPH)는 보건 주문 번호 C19- 발행 17 서지 관련 여행 검역을 . 10 카운티 베이 지역
외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여행, 이사 또는 돌아 오는 모든 사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최소
24 시간 동안 SF에 머무르는 경우 10 일 동안 격리해야합니다. 해당 베이 지역 내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도 강력
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가, 응급 처치 자, 공식 정부 목적 및 필수 인프라 작업 과 같은 제한적인 면제 가 있
습니다 .
여행 순서는 효과가 12시 1분 12 월 (18) 까지 m 2021년 1월 4일 오전 12:01 , 서지가 계속되면 필요에 따라 연장 될
수있다.
여기 에서 여행 주문 자주 묻는 질문을 검토 하십시오 .
언제나 그렇듯이 중소기업 사무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기업들이 정보와 리소스를 위해 자주 oewd.org/covid19 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위해 최신 상태로 유지
COVID-19 관련 공지 사항과 자원에 가입 우리의 전자 뉴스 . 여기에서 과거 e- 뉴스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