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전자 뉴스 레터

제목 : 업데이트 재개 – 업계 지침 및 지침

 
2021 년 1 월 2 일 8 일
 
친애하는 R의 eader,
 
오늘 샌프란시스코 는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위한 특정 추가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 보라색 계층에서 허용 된
일부 비즈니스 및 활동을 재개 했습니다 . 이 과정을 놓치 셨다면, r에 eview 월요일의 전자 뉴스 재개 발표의 요점을
되풀이위한, 그리고 관련 건강 위해 및 지침 업데이트 읽기에 대한 기업 . 
 
축하합니다 , 토레스 국장님 ! 우리는 싶습니다 인식하는 순간을하고 축하 경제의 사무실 이사 호아킨 토레스와 인
력이 개발 , 표준 (OEWD을) 에 대한 임명 어제 도시로 번식 시장이 다음 감독관 - 레코더 . 토레스 이사의 리더십을
통해 OEWD는 도시 전역 , 특히 취약 계층의 중소기업 안정화 및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했습니다 . 우리는 그가에서
강력한 지도자와 헌신적 인 공무원으로 계속 것을 알고 이 새로운 역할.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우리는 기업들이 자원을 위해 자주 oewd.org/covid19 를 확인하도록 권
장 합니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재개 건강 지침 * 신규 / 업데이트 *
SF 공중 보건부 (DPH) 는 오늘 시행 된 재개 변경 사항 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 지침 및 지침 문서 를 업데이트 했습니
다 . 기업은 건강 주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산업을 읽고 식
별 해야합니다.
 
아래 리소스를 탐색하는 방법 :

1. 모든 기업은 검토해야 비즈니스 활동 및 운영 표 (BCAT)를 , 함께 지시어 / 지도 링크 아래에 , 당신의 기업에
대한 변경 년 1 월 27 일 (202)의 같은 1 .

2. 귀하의 산업에 대한 신규 또는 업데이트 된 건강 지침 이있는 경우, 건강 지침에 "Exhibit B"로 포함 된 업데
이트 d 건강 및 안전 계획 도있을 수 있습니다 .

3.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완료하고, 현장에 게시하고, * 새로운 *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 부록 A )을 따라
야합니다 .

4. 모든 기업은 검토해야 부록 C-1을 업계가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로 operat의 전자 .
 

다음 리소스 및 문서는 21. 1/27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용량 및 활동 표 ( BCAT ) :
같이 보건 책임자 활동의 용량 제한에 현탁액 또는 제한을 주문한 일이 있다 테이블 . 중단되거나 제한된 사업체는
건강 명령서에 정의 된 최소 기본 운영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또는 제한은 관련 명령, 지시 또는
지침을 수정합니다. 영향을받는 모든 사업체는 이러한 새로운 한도를 준수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모든
건강 명령 및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수해야합니다 . 비즈니스 요구 사항 해석에 대해 질문이있는 경우 OSB에
문의하십시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hosted.verticalresponse.com/604411/cc3605e385/TEST/TEST/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ppoint-joaqu%25C3%25ADn-torres-assessor-recorder
mailto:sfosb@sf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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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fdph.org/dph/alerts/Business-and-Activities-Tab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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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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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dditional-Business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Business-and-Activities-Table.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Business-and-Activities-Table.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healthorder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irectives


 
건강 명령 및 지침 :
 
대피소 건강 주문 C19-07s | C19-07 변경 사항 요약  
부록 A :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부록 C-1 : 운영이 허용 된 추가 사업
부록 C-2 : 허용되는 추가 활동
최근 업데이트 : 
첨부 A-1 : 인사 심사 양식 (1/20)
첨부 A-2 : 비 인사 심사 양식 (1/20)
 
건강 지침 및 산업 지침 
 
소비자 대면 비즈니스 
소매 , 매장 내 : Direc�ve-2020-17

COVID-19 기간 동안 매장 내 쇼핑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 업체를위한 팁 및 FAQ
소매점 C apacity의 리터의 25 %까지 imits ; 독립 g rocer Y 저장 용량의 50 %까지 제한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셀프 서비스 벌크 식품 .
새로운 휴게실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환기 표지판을 게시해야합니다 .
벌크 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한 새로운 지침 .
실내보다 옥외 소매가 권장 됩니다.

식당 시설 : 지침 -2020-16
잠정 지침 : COVID-19 유행성 기간 동안 식사 – 실내 및 실외

야외 식사 변경 :
테이블 당 2 세대에서 최대 6 명으로 제한됩니다.
테이블은 앉은 고객 사이에 최소 6 피트 간격을 두어야합니다. 6 피트 거리 대신 장벽이 없습
니다.
고령자, 건강상의 위험이있는 사람들 및 가족 구성원은 야외 식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
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 실내 : Direc�ve-2020-30
지침 : 실내 운영을위한 팁 시트 : 개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 용량은 최대 25 %로 제한됩니다.
직원과 고객은 항상 안면 커버를 착용해야합니다.
안면 커버를 제거하지 않고는 제공 할 수없는 서비스는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용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측정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새로운 휴게실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환기 표지판을 게시해야합니다 .

개인 서비스 , 실외 : 지침 -2020-23
지침 : 실외 운영을위한 팁 시트 : 개인 서비스

직원과 고객은 항상 안면 커버를 착용해야합니다.
안면 커버를 제거하지 않고는 제공 할 수없는 서비스는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외 작업은 실내보다 권장 됩니다.

식료품, 약국 및 농산물 시장 : 지침 -2020-07
COVID-19 기간 동안 매장 내 쇼핑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 업체를위한 팁 및 FAQ

사이 니지, 환기 및 계량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 .
벌크 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한 새로운 지침 .

호텔 및 숙박 시설 : Direc�ve-2020-29
COVID-19 기간 동안 숙박 시설에 머물기위한 팁

숙박 시설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위해 10 Bay Area 카운티 내부에서 예약을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은 (1) 예약이 10 일 이상인 경우 (2) 숙박 시설에 머무는 사람이 처음 10 일 동안 격리되는
한 10 Bay Area 카운티 외부에서 예약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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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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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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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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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07-Personnel-Screening-Attachment-A-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Non-Personnel-Screening-Attachment-A-2.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17-Instore-Retail.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7-Tips-Retail.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16-Din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6-Guidance-Dining-Ba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30-Indoor-Personal-Servic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0-Tips-Indoor-Personal-Servic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3-Personal-Services-Outdoo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3-Guidance-Outdoor-Personal-Servic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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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Tips-Retai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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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9-Tips-Lodging.pdf


야외 수영장 및 야외 식사 허용 (식사 참조).
실내 식당,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회의실, 비즈니스 센터, 라운지 공간 및 기타 실내 모임 장소가
없습니다.
새로운 휴게실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환기 표지판을 게시해야합니다.

실내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 : 지침 -2020-32
실외 작업 변경 :

승인 된 계획으로 야외 박물관 허용, 수용 인원 제한 없음.
승인 된 계획으로 야외 동물원 허용, 수용 인원 제한 최대 50 %.

 
모임
야외 모임 : 지침 -2020-19

Gathering에 대한 팁 및 FAQ
야외 모임에 참여한 참가자 및 호스트를위한 모범 사례

드라이브 인 모임 : 지침 2020-28c
Gathering에 대한 팁 및 FAQ
야외 모임에 참여한 참가자 및 호스트를위한 모범 사례

 
피트니스 및 활동
체육관 / 피트니스, 실내 (제한됨) : 지침 2020-31

임시 지침 :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실내 및 실외)
새로운 휴게실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환기 표지판을 게시해야합니다.
실내 일대일 개인 훈련 만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실내 체육관 또는 피
트니스가 중단됩니다. 

체육관 / 피트니스, 야외 : 지침 2020-27
임시 지침 :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실내 및 실외)

야외 체육관 허용, N 용량 제한 O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야외 피트니스 수업 수용 인원은 최대 25 명으로 제한됩니다.

테니스, 피클 볼, 골프 : 지침 -2020-15
골프 수용 인원은 최대 4 명, 골프 카트 당 1 명의 골퍼로 제한되며 티 타임은 최소 10 분 이상 시차가 있습니
다.
테니스 수용 인원은 최대 4 명으로 제한되며 팀당 1 가구에 두 배가됩니다.
피클 볼 수용 인원은 다른 가정에서 최대 2 명 (1 인 전용)으로 제한됩니다.

놀이터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 부록 C-1
야외 스케이트 공원, 야외 롤러 및 아이스 링크 수용 인원은 최대 25 %로 제한됩니다.
야외 놀이터, 야외 배팅 케이지 및 야외 미니 골프 허용

 
학교 및 교육
대면, 현장 교육을위한 TK-12 학교 재개 : 2020-2021을위한 예비 지침
 
지구 10 중소기업 개선 융자 기금 * 신규 *
근무 솔루션 , 내가 N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와 제휴, 베이 뷰 사냥꾼 포인트 및 기타 D10의 지역에서 기업의 경
우 샌프란시스코의 지구 (10)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 펀드를 출시 한 기금은 $ 5,000 5 % 고정 금리 $ 50,000
소액 대출을 제공 할 것입니다 3 ~ 5 년 기간 동안. 자금은 D10 구현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수시로 접수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소규모 기업은 사전 지원 양식 을 작성하여 지원하는 첫 단계를 수
행 할 수 있습니다  .
 
C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 2 라운드가 2 월에 열립니다 . 2
2 라운드는 개방이다 애플리케이션 에 2월 8까지 2월 2일 당신이 1 라운드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 알림이 수시로 년
1 월 15 일에있을 것입니다 - 1 월 22 일 2021 년하지 1 라운드에서 수여 모든 지원자 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32-Museums-Zoos-Aquariu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19-Outdoor-Gathering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atherings-Tip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9-BP-Gathering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8-Drive-in-Gathering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atherings-Tip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9-BP-Gathering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31-Indoor-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7-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7-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7-Gyms-Fitnes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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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dph.org/dph/alerts/files/C19-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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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guidance/2020-33-Guidance-TK12-Sch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workingsolutions.org/loan-progra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workingsolutions.org/loan-progra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tfaforms.com/4770370


라운드에 자동으로 고려됩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 및 비영
리 단체에 $ 5,000에서 $ 25,000의 소액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지원 커뮤니티 대출 기관인 CA
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 and Lendistry 에서 관리합니다. 2 차를 준비하려면 다음 리소스 를 확인하십시오 .
지원 팁 , 주문형 비디오 (다국어), 지원 가이드 및 FAQ .
 
자세한 내용 은 CAReliefGrant.com 을 방문 하십시오. 지원에 도움이 필요 하면 현지 파트너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예방 접종 알림 등록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 등록하여 백신 알림을 받으십시오. 시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일하
는 사람들이 정보를 입력하고 예방 접종 자격이되면 알림을받을 수 있도록 웹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sf.gov/vaccineno�fy 에서 백신 알림을 신청 하십시오 . SF의 COVID-19 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클
릭 하십시오 .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COVID-19 영향 설문 조사를 작성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의 경제학자와 협력하여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이 전염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장기적으
로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 결정권자가 옹호에서 귀하의 요구를
정량화 할 수 있도록 귀하의 경험에 참여하고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데 10 분이 걸립니다. 모
든 응답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설문 조사 를 시작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또는 베트남어로 버전도 제공됩니다.

웨비나 :
COVID-19 구호 교부금 프로그램 2 차 및 CA 소기업을위한 구호 프로그램 – 여러 날짜
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교부금 프로그램과 주 및 연방 사업 업데이트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Small
Business Majority에 가입하십시오.
2 월 1 일 오후 1시 | 2 월 2 일 오전 10시 | 2 월 3 일 오후 1시 | 2 월 4 일 오후 1시 | 2 월 5 일 오후 1시 | 2 월 8 일 오후
1시
 

COVID-19 신속 대응 세미나 - 1 
일 
및 3 

번째 
오후 2시 매월 화요일 

경제 및 인력 개발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OEWD)는 COVID-19의 영향을 지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가상 정보 세

션을 제공하고있다. 웹 세미나는 일에 개최되는 
일 

및 3 
번째 

매월 화요일. 등록 세션에 대한 시간 전자 재 .
 
소규모 비즈니스 리소스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여기 에서 OEWD 웹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여기 에서 시장 블로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및 대출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tip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videos-on-dema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wp-content/uploads/2021/01/FOR-WEBSITE-ONLY-CRG-All-Businesses-Program-and-Application-Guide-Public-1.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fa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partner/san-francisco/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get-notified-when-its-your-turn-vaccine/confir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get-notified-when-its-your-turn-vaccine/confir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covid-19-vaccine-san-francisco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covid-19-vaccine-san-francisco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tinyurl.com/SFsmallbizsurve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tinyurl.com/SFsmallbizsurve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iercc.glueup.com/event/round-2-covid-19-relief-grant-program-3207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pp.livestorm.co/small-business-majority/r2-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pp.livestorm.co/small-business-majority/r2-2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pp.livestorm.co/small-business-majority/r2-3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pp.livestorm.co/small-business-majority/r2-4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app.livestorm.co/small-business-majority/r2-5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ctce6qrTsuEtbWpF9l8L4OEWp8CZWOG43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businesses-impacted-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ondonbreed.medium.com/supporting-our-small-businesses-def71f4633a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ondonbreed.medium.com/supporting-our-small-businesses-def71f4633a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ondonbreed.medium.com/supporting-our-small-businesses-def71f4633a1


PAYCHECK 보호 프로그램-오픈
SBA 는 신규 차용자와 특정 기존 PPP 차용자를 위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을 재개했습니다 . PPP에 2,840 억 달
러가 추가되어 자격을 확대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추가 비용을 충당하고 대출 용서를 쉽게 만들며 이전 PPP 수령자
가 두 번째 PPP 대출을받을 수있게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출 세부 정보 및 도움을 줄 수있는 SF 기반 기술 지원 제공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PP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ba.gov/ ppp를 방문하십시오
.
 
기금을 재건 캘리포니아 - OPEN 대출은 대유행시 책임, 저렴한 자본에 접근 CA 중소 기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주 전체의 노력으로 지역 사회의 대출 참여에 의해 제공됩니다. 2019 년에 최대 50 명의 정규직 직원과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www.CALoanFund.or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재개 장을위한 SF의 빛 -OPEN 기업은 옥외 장벽 및 가구와 같은 점포 COVID-19 안전 조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
을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향후 작업에 대해 최대 $ 2k를 상환 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에서는 최대 $ 5k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공유 공간 주식 보조금-OPEN ; 신청 마감일 1/31 
공유 공간 위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기업에 환급합니다. 여성 소유, 이민자 소유, 레거시 비즈니스 및 기
존 문화 지구에있는 비즈니스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소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포함 하여시
의 형평성 목표를 발전시키는 지역 소유, 소수 민족 소유 비즈니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 여기에서 자세히 알
아보십시오 . 
 
$ 5,000-$ 20,000의 SF 구호 교부금 * 곧 개설 *
샌프란시스코는 중소기업 운영을 안정화 하기 위해 5,000 ~ 20,000 달러를 지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색 인종,
여성, 장기 사업체, 재택 근무 명령의 영향을 가장 많이받는 사업체, 주 및 연방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접근 할
수없는 사업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 중이며 2 월에 출시 될 예정입니다.
OEWD 페이지 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리소스 추가
 
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위한 무료 PPE
샌프란시스코 기업은 이 Google 양식 을 작성하여시의 COVID-19 관리 센터를 통해 안면 보호대와 손 소독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배송은 일반적으로 팔레트 이상의 대량 주문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연락 covidppe@sfgov.org 질
문.   
 
SF 그린 비즈니스 프로그램-$ 500 리베이트 친환경으로가는 동안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그린 비즈니
스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LED 조명, ENERGY STAR® 가전 제품, 퇴비화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식기, 더 안전한
세척 및 소독 제품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 최대 $ 500의 리베이트를 받으세요. 자격을 갖추려면 기업은 그린 비즈니
스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인증 단계를 완료해야합니다. 지금 가입하십시오. 리베이트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자금
은 소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evin.kumataka@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공과금 구제 프로그램 확장 

 샌프란시스코 공익 사업위원회는 2021 년 6 월 30 일까지 6 개월 동안 청구 구제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소규모 기업
과 비영리 고객이 용수 및 폐수 비용을 최대 20 %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
 
판매 세 감면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businesses-impacted-covid-19%23PPP%2520Update#PPP%20Updat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onnect2capital.com/p/californiarebuilding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onnect2capital.com/p/californiarebuilding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step-by-step/get-help-paying-your-storefronts-covid-19-safety-measur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get-help-paying-your-shared-space-improvemen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businesses-impacted-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5YmqmsmxlsXFlLt3bzUQ1ia0vL-0cEznGLfwkjw_k4jPIw/viewform
mailto:covidppe@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greenbusinessca.org/
mailto:kevin.kumataka@sfgov.org
mailto:kevin.kumataka@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water.org/index.aspx%3Fpage%3D1331


판매 세가 100 만 달러 미만인 CA 납세자를위한 자동 3 개월 세금 연장, 과세 대상 매출이 최대 500 만 달러 인 회사
에 대한 기존이자 및 벌금없는 지불 계약 연장, 대기업을위한 지불 옵션 확장 . 정보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
오 .
 
 
지속적인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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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주문 FAQ는시 검사 웹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여기에서 , 시장 보도 자료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311 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를 원하시면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
십시오 : COVID19SF 문자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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