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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SF가 Orange Tier로 이동합니다. 자금 자원 업데이트
 
2021 년 3 월 2 일 4 일
 
 
독자 여러분,
 
잠시 시간을내어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발생 하는 놀라운 공격의 급증 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은 우리가 반 아시아 인종주의와 폭력에 대해 연대한다는 성명 을 발표했습니다 . 나는 당신
이 증인이 있거나 심각한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F를 바랍니다 광동어, 북경어와 영어, 415-558-5588에
서 확인할 수를 SFPD의 익명 팁 라인을 호출합니다. 뭔가 보이면 말하세요.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도록합시
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
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SF, Orange Tier로 이동-비즈니스 및 활동 재개 및 확장
London Breed 및 Direct 시장 또는 보건부 Dr. Grant Colfax 는 샌프란시스코가 Orange Tier에 대한시의 지정 에 따라
주 에서 허용하는 대부분의 사업 및 활동을 재개 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 신규 및 확장 된 비즈니스 및 활동은
필수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한 3 월 24 일 수요일 오전 8시에 재개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재개 2021 년 3 월 24 일 수요일
다음 활동이 재개 될 수 있습니다.

진력
직원이 20 명 이상인 실내 비 필수 사무실은 회의실 및 회의실 25 %를 포함하여 최대 25 %까지 재개
장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사용을 최소화해야 함).
직원이 20 명 미만인 실내 사무실은 직원간에 항상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허용 할 수있는 수준으
로 역량을 줄여야합니다.

실내 가족 오락
개인이 최소 6 피트 거리를 쉽게 유지할 수있는 실내 볼링장, 미니 골프, 당구장 및 기타 가족 엔터
테인먼트는 한 가구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최대 25 %까지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식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에서 또는 다른 활동을 할 수있는 12 피트의 공간에서 할인이 허
용됩니다. 

실내 레크리에이션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최대 100 명까지 25 %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 가구에서 최대 12 명의 참가자가 저 접촉 실내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내 테
니스 및 피클 볼의 경우 최대 4 가구).
청소년 및 성인을위한 실내 조직 스포츠는 가구 제한없이 최대 16 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안정적인
그룹으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성인 참가자가 참여하는 중간 또는 높은 접
촉 스포츠의 경우 정기적 인 테스트와 COVID-19 예방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초등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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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또는 높은 접촉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스포츠에서 아동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은 한 번에 최대 2 개의 조직
된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간 또는 높은 접촉 스포츠 인 경우 하나의 활동 만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청소년은 한 번에 하나의 조직 된 실내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카운티 또는 인접 카운티 (예 : Marin, San Mateo 및 Alameda)의 팀과 동등하거나 덜 제한적
인 계층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지침에 따라 주 외 토너먼트를위한 여행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내 아이스 하키, 레슬링, 수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임
3 가구에서 최대 12 명이 개인 주택에 모일 수 있으며, 안면을 덮고 환기 장치와 거리를 두어야합니
다. 그러한 모임은 CDC 지침에 따라 예방 접종을받은 개인과 모임이 아닌 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모임은 야외에서해야합니다. 

야외 바, 양조장, 포도주 양조장 및 양조장
바, 양조장, 포도주 양조장 및 증류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최대 6 명까지 야외 좌석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테이블 사이에 섞일 수 없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제
공되지 않는 실내 바, 양조장 및 와이너리는 폐쇄됩니다.

다음 활동은 운영 능력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식사

레스토랑, 식사를 제공하는 바, 카페 및 커피 숍, 호텔, 박물관 및 쇼핑몰의 푸드 코트에서의 실내
식사는 최대 200 명의 고객까지 수용 인원을 50 %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크기는 최대 3
세대에서 최대 6 명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오후 11 시까 지 종료되어야합니다.
야외 식사는 테이블에 앉는 가구 수의 제한을 없애고 야외에서 최대 2 개의 테이블 (최대 12 명)을
단체 예약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6 명으로 제한됩니다. 테이블은 음료 서비스를 위해 야외에 앉
을 수 있습니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및 등반 벽은 18 세 미만의 청소년 후원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 명의 후
원자까지 25 %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그룹 피트니스 수업은 최대 25 % 이하 또는 100 명까지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라커룸과 샤워 실은 DPH 승인 환기 조치를 시행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실내 사우나, 한증막
및 온수 욕조는 폐쇄됩니다.  
야외 피트니스 수업에 대한 25 인 제한은 참가자 간의 신체적 거리가 유지되는 한 해제됩니다.

소매
독립형 소매, 쇼핑 센터, 연락처가 적은 소매 서비스, 장비 대여, 금융 기관, 세탁실 등은 실내 고객
수용 능력을 50 %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재사용 가능한 가방, 항아리, 머그잔 및 기타 용기와 같은 고객 제공 품목을 취급 할 수 있습
니다.

개인 서비스
실내 개인 서비스는 고객 수용 능력의 50 %까지 확장 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
실내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은 승인 된 안전 계획을 통해 고객 수용 인원을 50 %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코트 룸과 대화 형 전시는 위생 프로토콜을 갖추어 재개 될 수 있습니다. 강당은 실내 영
화관 지침에 따라 영화를 위해 재개 장 할 수 있습니다. 
야외 동물원은 승인 된 안전 계획에 따라 물리적 거리를두고 야외에서 최대 용량으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예배와 장례 의
실내 예배 및 장례식은 50 %까지 확장 될 수 있으며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건강 규칙
에 따라 노래, 노래 및 관악기 연주를 재개 할 수 있으며 가구 간의 거리를 12 피트 유지합니다.

실내 정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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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집회와 같은 실내 정치 시위는 최대 수용 인원의 50 %까지 확장 될 수 있으며 안면 가리개
및 가구 간 거리 12 피트 유지를 포함한 해당 건강 규칙에 따라 노래, 노래, 관악기 연주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식사 또는 기타 허용 된 장소 컨텍스트에서 실내 및 실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는 안면 가리개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건강 규칙에 따라 노래와 관악기 연주 및 가구 간 거리 12 피트 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인 컨텍스트의 야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6 명의 연예인을 넘어 신체적 거리를두고 가
능한 모든 것까지 증가 할 수 있으며, 얼굴 가리개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건강 규칙에 따라 바람
과 금관 악기를 노래하고 연주하고 가구 사이에 12 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실내 영화관
실내 영화관은 최대 200 명까지 수용 인원의 50 %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좌석 식음료 할인은 다른 청중과 거리가 6 피트이고 DPH 승인 환기 조치가있는 한 최대 3 가구에서
최대 6 명의 청중 그룹에 대해 재개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강당이있는 경우 각 강당은 50 % 또는 200 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단, 극장 단지의 수용
인원은 5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영화 제작
야외 영화 제작은 50 명으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 및 성인 교육
강의 수업 및 캠퍼스 내 도서관을 포함한 실내 수업은 최대 200 명의 학생까지 50 % 용량으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수 클래스는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는 한 최대 수용 인원 제한없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야외 여행사
노천 보트 및 버스 투어는 25 명의 고객으로 확장 될 수 있으며, 총 25 명 이상의 고객이있는 경우 최
대 25 명의 물리적 거리 그룹으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풀
실내 수영장은 최대 25 % 용량까지 일반 용도로 개방 될 수 있습니다. 실내 물 피트니스 수업은 폐
쇄 된 상태로 유지되어야합니다.
야외 수영장은 최대 50 % 용량까지 일반 용도로 개방 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부드러운 수중 에
어로빅 수업이 재개 될 수 있습니다.

야외 가족 오락
롤러 및 아이스 스케이트장 과 같은 야외 가족 엔터테인먼트 는 물리적 거리를두고 야외에서 최대
용량으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독립형 놀이 공원 놀이기구를 이용하면 세 가구 구성원이 자동차 나 오두막과 같은 밀폐 된 공간에
거주 할 수 있으며 환기 조치가 권장됩니다.

야외 청소년 프로그램 및 학교 밖 시간 (OST) 프로그램
보육 및 유아원 프로그램은 16 명의 참가자에서 주 면허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수에 관계없이 안정
된 그룹으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OST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27 개 (청소년 및 성인 포함)로 확
장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한 번에 두 개의 OS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보통 또는 높은 접촉 스포
츠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스포츠 또는 OS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야외 활동
모든 유형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참여는 3 가구 (골프, 테니스, 피클 볼의 경우 4 가구)에서 25 명으
로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을위한 야외 조직 스포츠는 가구 제한없이 25 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안정적인 그룹
으로 계속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한 번에 두 가지 조직 된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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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류의 야외 토너먼트는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는 한 골프, 테니스 및 피클 볼을 위해 관중없
이 재개 될 수 있습니다.
캐디는 가능한 한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카운티 또는 인접 카운티 (예 : Marin, San Mateo 및 Alameda)의 팀과 동등하거나 덜 제한적
인 계층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지침에 따라 주 외 토너먼트를위한 여행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외 모임
소규모 야외 모임은 세 가구에서 최대 25 명까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가 포함 된 야외 모임은 3 가구의 6 명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개 될 활동 :

야외 예술, 음악, 연극 공연 및 축제
4 월 1 일부터 조직 된 야외 예술 및 공연 행사는 행사 최소 5 일 전에 건강 및 안전 계획을 제출 한 최
대 50 명의 청중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할당 된 좌석은 필요하지 않지만 청중 구성원 간의 사회적 거리는 유지되어야합니다.
야외 식사 또는 바 건강 지침에 따라 착석 할인이 허용됩니다.

야외 관중 스포츠 및 대형 야외 엔터테인먼트 시설
4 월 1 일부터 좌석이 지정된 야외 관중 스포츠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승인 된 건강 및 안
전 계획에 따라 수용 인원 제한 및 기타 운영 지침에 따라 재개 장 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청소년 캠프
6 월 1 일부터 야간 청소년 캠프는 주 지침에 따라 재개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안내 업데이트
S an F rancisc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는 3 월 23 일부터 아래의 모든 문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 기업은
DPH 웹 사이트 에서 귀하의 산업과 관련된 건강 명령 및 지침 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 하고 지침 전체를 검
토해야 합니다 . 귀하의 사업체가 최신 버전의 건강 및 안전 계획 (HSP)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지판 게시, 환기 요구
사항, 청소 및 위생 지침 과 같은 모든 건강 요구 사항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집에서 안전하게 유지 주문 C19-07u C19-07 
변경 사항 요약 - 중요한 변경 사항 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부록 A | 부록 B | 부록 C-1 | 부록 C-2
A-1 인원 선별 유인물 | A-2 비 인사 심사 유인물   
      
  
 

식사를 
위한  식사 안내 | 공유 공간 정보 | 레스토랑에 대한 리소스 및 포스터 | 2020-16g 주요 하이라이트를 위한 HSP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야외 식사
식당은 테이블 당 총 6 명까지 테이블을 제한해야합니다 (가구 제한 없음, 최대 3 가구에서 증가).
최대 2 개의 테이블에 대한 그룹 예약은 허용되지만 테이블은 분리되어야하며 다른 테이블에있는
고객끼리 섞일 수 없습니다 (동일 가구 출신 여부에 관계없이).
식당은 야외 바와 마찬가지로 식사없이 야외에서 술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야외 활동에 대한 일반 안전 규칙에 따라 노래와 관악기 연주와 함께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실내 식사
200 명 이하 (점유율 25 %에서 최대 100 명으로 증가), 최소 6 피트 간격 (한 테이블의 의자에서 다른
테이블의 의자까지 측정)로 고객 만 기준으로 최대 50 % 점유 가능 , 다음 추가 SF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테이블은 3 세대 6 명으로 제한됩니다 (1 세대에서 증가).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order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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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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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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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C19-07-Appendix-B-Construction.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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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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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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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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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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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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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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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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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sf.gov/use-sidewalk-or-parking-lane-your-busines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gov/resource/2020/reopening-guidance-restauran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6-HSP-Dining-Ba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6-HSP-Dining-Ba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gov/use-sidewalk-or-parking-lane-your-busines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gov/resource/2020/reopening-guidance-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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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은 허용됩니다. 실내 활동에 대한 일반 안전 규칙에 따라 노래와 관악기 연주와 함
께 라이브 공연도 허용됩니다.
현장 직원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통풍이 잘되지 않는 N95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식사는 오후 11 시까 지 닫아야합니다 (이전 오후 10시 폐쇄 요구 사항에서 1 시간 연
장). 즉, 실내 서비스는 오후 11 시까 지 중지해야하며 손님은 오후 11시 30 분까지 모든 테이
블을 떠나야하며, 오전 5 시까 지 닫혀 있어야합니다. 야외 식사 및 테이크 아웃 서비스는
야간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테이블 좌석의 2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야외 바
야외 식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테이블 서비스로만 야외에서 개방하고
테이블 당 6 명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순수한 식사 제공 요건 제외). 고객은 테이블에 앉아야하며
테이블 에서만 음료를 마셔야합니다 . 다른 테이블에있는 고객끼리 섞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
다 (동일 가구 출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와이너리, 양조장 및 양조장 포함 [추가 SF 제한].

식사를 제공하는 바
야외 식사, 최대 200 명 (점유율 25 %에서 최대 100 명으로 증가)을 기준으로 최대 50 %의 실내 식사
및 테이크 아웃 및 배달이 가능하며, 모두 적용되는 동일한 프로토콜이 적용됩니다. 식사. 진정한
식사 (즉, 메인 코스가 될 수있는 충분한 음식)없이 구내에서 소비하기위한 주류 판매는 실외에서
만 허용됩니다.

커피 숍
식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제한 사항에 따라 야외, 실내에서 고객 만 (최대 200 명) 기준으로 최
대 50 % 수용 가능하며 테이크 아웃 및 배달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재사용 가능한 머그잔, 컵 또는 기타 음료수 용기를 만지는 직원에 대한 SF 금지는 모든 주
제한에 따라 해제됩니다.
 

개인 서비스 – 실내 개인 서비스를 
위한 실내 안내 | 2020-30e 용 HSP
 
개인 서비스 – 야외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야외 지침 | 2020-23e 용 HSP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실내 및 실외)를위한  실내 안내 | 2020-31 일 HSP | 스크리닝 유인물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실내 및 실외)를위한 야외 지침 | 2020-위한 HSP 27C | 스크리닝 유인물
 
가정 용품, 하드웨어, 식료품 등 
HSP for 2020-0 7d
 
매장 내 소매 
모범 사례 | 매장 내 소매를위한 팁 | 2020-17b 용 HSP
 
노변 소매-폐지
 
운반 또는 배달을위한 음식 준비
음식 배달 안내 | 2020-05 일 HSP
 
사무실 
팁 및 FAQ | 2020-18c 용 HSP 
 
숙박 시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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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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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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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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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0-HSP-Indoor-Personal-Servic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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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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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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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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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3-HSP-Personal-Services-Outdoo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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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7-31-Guidance-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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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7-31-Guidance-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1-HSP-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1-HSP-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1-HSP-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COVID-Screen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1-HSP-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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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7-31-Guidance-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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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7-31-Guidance-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7-HSP-Gyms-Fitnes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COVID-Screen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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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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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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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7-BP-Retail.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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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7-HSP-Instore-Retail.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10-Curbside-Pickup.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05-Food-Prep-TakeOut-Delivery.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gov/information/food-deliveries-and-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05-HSP-Food-Takeout.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18-Offic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8-Tips-Offic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8-HSP-Office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9-Lodging-Facilit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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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이용 안내 | 숙박 시설의 손님 건강 검진 | 2020-29위한 HSP g
 
실내 영화관 실내 영화관 
안내 | 2020-35c 용 HSP 
 
2020-32 일 동안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 
HSP
 
보육 제공자
육아 안내 | 2020-14f 용 HSP
 
학교 밖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 밖 시간 프로그램 안내 | 2020-21g 용 HSP 
 
고등 교육 프로그램
고등 교육 프로그램 안내 | 2020-22 시간 동안 HSP | 예방 계획 체크리스트 | 예방 계획 템플릿 및 지침 | 청
소 및 환기 프로토콜 설문지
 
TK를위한 학교 
안내 – 12 개 학교
 
2020-24b 용 풀 
HSP
 
2020-15f 테니스, 피클 볼, 골프 
HSP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 청소년 및 성인 – NEW HSP for 2021-0 1b 
 
 
야외 예술 및 음악 축제 – 야외 예술 및 음악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새로운 지침 | 모임을위한 팁 | 2021-02 년
HSP 
 
 
야외 모임 
모범 사례 | 모임을위한 팁 | 2020-19g 용 HSP
 
실내 예배 
모범 사례 | 모임을위한 팁 | HSP 2020- 대 (34) (C)
 
Drive-in-Gatherings 모임을 
위한 팁 | 2020-28e 용 HSP
 

SFPUC – 플러싱 지침
장기간 폐쇄 한 후 돌아올 때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재개하고 물 사용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수
인성 박테리아는 내부 배관 시스템 의 정체 된 물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 물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척 지침 및 체크리스트 를 검토하여 고품질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상수도를 복원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FPUC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웨비나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9-Tips-Lodg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9-Screening-Lodg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9-HSP-Lodg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35-Indoor-Theate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5-Guidance-Indoor-Theate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5-HSP-Indoor-Theate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2-HSP-Museums-Zoos-Aquariu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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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2-HSP-Museums-Zoos-Aquariu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14-Childcare.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4-Guidance-Childcare.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4-HSP-Childcare.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1-Out-of-School-Time-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uidance-Out-of-School-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1-Out-of-School-Time-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uidance-Out-of-School-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1-HSP-Out-of-School-Time-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2-Higher-Education-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2-Guidance-Higher-Education-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2-HSP-Higher-Education-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2-HSP-Higher-Education-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2-Prevention-Plan-Checklist-Higher-Education-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2-Prevention-Plan-Template-Higher-Education-Program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2-Ventilation-Questionnaire-Higher-Education.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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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33-Sch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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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4-HSP-Swimm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24-P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4-HSP-Swimming.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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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5-HSP-Tennis-Golf-etc.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1-01-Sports-Youth-and-Adult.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1-01-HSP-Sports-Youth-and-Adult.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1-01-HSP-Sports-Youth-and-Adult.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1-02-Arts-Music-Outdoo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1-02-Guidance-Arts-Music-Outdoo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1-02-Guidance-Arts-Music-Outdoo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atherings-Tip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1-02-HSP-Arts-Music-Outdoor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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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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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atherings-Tip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19-HSP-Gathering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files/Directive-2020-34-Indoor-Worship.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4-BP-Indoor-Worship.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atherings-Tip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34-HSP-Indoor-Worship.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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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Gatherings-Tip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2020-28-HSP-Drive-in-Gathering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puc.org/sites/default/files/accounts-and-services/water-quality/Flushing-Building-Guidelines-Checklist_eng_JUN20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puc.org/accounts-services/water-quality/flushing-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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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SBDC, 여성 역사의 달 기념-2021 년 3 월 25 일 목요일 오후 1시
3 월은 여성 역사의 달입니다. 여성 기업가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개발 센터 (SF SBDC)
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뛰어난 여성 기업 소유주 3 명과 패널 토론을하고 있습니다.
 
1 시간 동안 진행되는이 토론에서는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듣고 성공, 생존 및 번영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기업이 직면해야했던 가장 어려운시기 중 하나였습니
다. 역사. 세 명의 패널리스트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들을 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확인 된 패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mi Tringali , SF Dog Walks Sniff and Go의 소유자 겸 설립자
LaWanda Dickerson, U3Fit의 소유자 겸 설립자
Lina Mills, Crea�ve Ideas Catering의 소유자 겸 설립자

 
이 영감을주는 유익한 세션에 참여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SVOG) 신청 정보 웨비나 – 2021 년 3 월 30 일 화요일 오전 11시 30 분
공식 SVOG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SBA는 국가 정보 웹 세미나를 주최하여 잠재적 인 적격 기관에 대한 신청 절차
를 강조합니다 . SVOG 신청에 필요한 서류 , SVOG 신청 절차에 대한 통찰력 등을 다룰 SBA에 참여하십시오 . 여기
에서 등록하십시오 .
 
 
자금 지원 업데이트 :
CA 구제 교부금 – 3 월 25 일에 5 라운드 시작
이전에 뉴스 레터에서 공유 한 바와 같이 CA Go-Biz 및 CA 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 는 C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교부금을 위한 새로운 라운드를 추가했습니다 . 라운드 5는 3 월 25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시작됩니
다 . 라운드 1, 2, 3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은 지원자는 자동으로 라운드 5로 이동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
요가 없습니다. 신규 지원자는 지원해야합니다.
 
SBA 업데이트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SVOG)
중소기업청 은 2021 년 4 월 8 일 목요일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개시를 예상하여 SVOG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신청 포털 에 대한 스플래시 페이지를 시작 했습니다. 공식 SVOG 신청이 개시되기 전에 SBA는 국
가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2021 년 3 월 30 일 화요일에 잠재적 인 적격 기관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강조하는 웨비
나 . 참여에 관심이있는 사람은 여기 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미국 구조 계획법 (American Rescue Plan Act)
도 SVOG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2020 년 12 월 27 일 이후 PPP 대출을 신청하는 법인도 SVOG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
격 법인의 SVOG는 PPP 대출 금액만큼 감소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PPP 대출 신청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VOG에 관심이있는 기업은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A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위에서 언급했듯이 SBA는 2020 년 12 월 27 일 이후에 PPP 대출을받은 비영리 단체 및 인터넷 뉴스 조직에 대한 자
격 증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제 특정 조건에서 SVO (Shu�ered Venue Operator) 보조금을받
을 자격이 있습니다. SBA는 현재 2021 년 3 월 31 일까지 PPP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PP 대출에 관심이있는 사
람들은 프로그램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PP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경제 상해 재해 대출 (EIDL)
지난주 SBA 는 COVID-19 EIDL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재난 대출에 대해 2022 년까지 연장 된 연기 기간을 발표했
습니다 . 2020 년에 이루어진 모든 SBA 재난 대출에는 12 개월에서 24 개월로 연장 된 첫 번째 지불 기한이 있습니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ventbrite.com/e/the-inside-scoop-women-entrepreneurs-in-action-tickets-145755644055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ventbrite.com/e/the-inside-scoop-women-entrepreneurs-in-action-tickets-145755644055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ventbrite.com/e/svog-application-informational-webinar-registration-147041437899%3Futm_medium%3Demail%26utm_source%3Dgovdelive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vograntportal.sba.gov/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ventbrite.com/e/svog-application-informational-webinar-registration-147041437899%3Futm_medium%3Demail%26utm_source%3Dgovdelive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ventbrite.com/e/svog-application-informational-webinar-registration-147041437899%3Futm_medium%3Demail%26utm_source%3Dgovdelive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ventbrite.com/e/svog-application-informational-webinar-registration-147041437899%3Futm_medium%3Demail%26utm_source%3Dgovdelive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ba.gov/document/support-shuttered-venue-operators-grant-preliminary-application-checklist%3Futm_medium%3Demail%26utm_source%3Dgovdelive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ba.gov/article/2021/mar/16/sba-extends-deferment-period-all-covid-19-eidl-other-disaster-loans-until-2022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ba.gov/article/2021/mar/16/sba-extends-deferment-period-all-covid-19-eidl-other-disaster-loans-unti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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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모 날짜부터. 2021 년에 이루어진 모든 SBA 재난 대출에는 지폐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에서 18 개월로 연장 된
첫 번째 지불 기한이 있습니다. EIDL 프로그램 신청에 관심이있는 기업은 여기 를 방문 하십시오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covid-19-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covid-19-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