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2021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7

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SF, 추가 사업 확장 ; Small Biz 30 일 도전
 
 
2021 년 4 월 15 일
 
 
독자 여러분,
 
이번주는 몇 가지 흥미로운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초는, 시장 번식 발표 • 그래도 게요 명 16 세 이상 샌
프란시스코는 지금 COVID-19 백신을받을. E ligible 개인의 hould의 방문 SF.gov/는 getvaccinated 백신을 수신 옵션
에 대해 링크 찾는 일정 약속에 t 다른 예방 접종 사이트.     
 
다음은 중소기업을위한 공지 사항 및 리소스의 요약입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나 우려 사항이있는 경우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중소기업 30 일 도전
어제, 시장 런던 품종은 조인 에드 소기업위원회 대통령 Sharky Laguana 샌프란시스코시 교통 기관 이사회 이사
및 소기업 소유자 매니 에쿠 티엘를 중소기업 30 일 도전에 대한 출시. 월의 달을 위해 , 당신은 쇼핑 만 중소기업을
사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Mayor Breed는 도시 주민들에게 5 월 1 일부터 소규모 사업체와 식당 만 후원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과제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상업 회랑에서 돈을 쓰는 것을 고려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샌프
란시스코는 중소기업이없는 독특하고 활기찬 도시가 아닙니다 . 그 어느 때보 다 우리 지역의 소규모 기업은 우리
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하고 싶다면 해시 태그 # SmallBizChallenge 를 사용하여 좋아하는 중소기업의 사진을 게시하세요 . 이동
smallbiz30.com 서약에 서명을 얻을 트위터에 @ smallbiz30에 따라 업데이트를. 지역 중소기업 제안을 보려면
legacybusiness.org 및 shopdine49.com을 방문하십시오 .  
 
SF는 추가 사업과 활동을 확장합니다
어제 M ayor London Breed 및 보건 책임자 인 Grant Colfax 박사 는 샌프란시스코가 주황색 등급에 할당 된 카운티
에 대해 주에서 허용하는 추가 활동을 재개하고 확장 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신규 및 확장 된 비즈니스 및 활
동은 필요한 용량 제한 및 기타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한 2021 년 4 월 15 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재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이 재개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티켓 및 좌석 공연, 관중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
라이브 스포츠, 연극 예술 및 음악 공연, 졸업식과 같은 실내 티켓 및 좌석 행사 는 승인 된 건강 및
안전 계획을 통해 주 청중에게 최대 35 %의 수용 인원 을 개방 할 수 있습니다. 단,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 스위트와 박스는 수용 인원의 25 %와 3 세대로 제한됩니다. 모
든 참가자 는 가구 사이에 최소 6 피트 거리가 있는 지정된 양보 구역 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 해야합니다 .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 12 세 이상은 있어야 표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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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또는 음수 COVID-19 시험의 증거, 그리고 어떤 타주 방문자는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
해야합니다.                       
예방 접종 전용 섹션. 운영자가주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1) 16 세 이상의 모든 고객이 행사
장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 장소는 거리 제한 요건을 해제
하고 스위트를 포함한 특정 구역을 100 % 수용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세 2-15과 부모 동반 사이에
어떤 후원자에 대한 부정적인 COVID-19 시험 또는 보호자 완벽하게 예방 접종을하고, (3) 항상 마
모면 코팅에 대한 예방 접종 전용 섹션의 모든 후원자를 필요로 그렇지 않는 안면 커버링 명령에
따라 면제되며 (4) 보건 담당자로부터 보건 및 안전 계획의 사전 승인을받습니다. 예방 접종 전용
구역의 모든 고객은 행사장의 허용 수용 인원에 포함됩니다.        
승인 된 건강 및 안전 계획이 되어 와 이벤트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200 명 이상 관객 또
는 최대 15 %까지 적은 중 용량, 및 그 예방 접종 전용 섹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당 이벤트는 모
두 준수해야 다른 안전 규칙.     
부정적인 COVID-19 테스트 또는 예방 접종 증명이와 이벤트에 대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200 명 이상 관객 또는 최대 15 %로 하면, 적은 중 용량, 어떤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으며 그
와 이벤트에 필요한 적은 식음료 서비스 를 포함 하는 청중의 50 명 이상 .          

실내 회의 및 개인 이벤트 
회의, 회의, 리셉션 및 기타 개인 이벤트는 물리적 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예약 또는 지정된 좌
석에서 최대 150 명의 참가자와 함께 실내에서 재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백신 접종 또는
COVID-19 테스트 음성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실내 식사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과 음료 .  

야외 회의 및 개인 이벤트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우, 예방 접종 또는 COVID-19 테스트 음성 증명없이 최대 100 명의 참
가자가 허용되며, 예방 접종 증명 또는 COVID-19 테스트 음성이있는 참가자는 최대 300 명까지 허
용됩니다.  
야외 식사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 및 음료 

노인 및 성인 데이 케어 시설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 
노인 커뮤니티 센터와 성인 데이 케어 시설은 최대 25 명까지 수용 인원의 25 % 까지 재개 할 수 있
습니다 . 식음료 서비스 또는 활동은 현재 폐쇄 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음 활동은 현재 지침에 따라 운영 능력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  

야외 티켓 및 좌석 공연, 관중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 
라이브 청중 이 있는 야외 티켓 및 좌석 행사 는 승인 된 건강 및 안전 계획에 따라 최대 50 %까지 확
장 될 수 있습니다.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유지되는 한, 모든 참가자는 지정된 좌석에서 식
사하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 12 세 이상은
있어야 표시 중 예방 접종 또는 음수 COVID-19 시험의 증거, 및 타주 방문자 가 완벽하게되는 증거
제시해야합니다 예방 접종을.             
예방 접종 전용 섹션. 운영자가주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1) 16 세 이상의 모든 고객이 행사
장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장소는 거리 제한 요건을 해제하
고 스위트를 포함한 특정 구역을 100 % 수용 할 수 있습니다. (2) 2-15 세 사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가
완전히 예방 접종 된 모든 고객에 대해 음성 COVID-19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3) 예방 접종 전용 섹
션의 모든 고객은 달리 달리가 아닌 한 항상 안면 커버를 착용해야합니다. 얼굴을 덮고 좌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면제 되며 (4) 보건 담당자로부터 건강 및 안전 계획의 사전 승인을받습니
다. 예방 접종 전용 구역의 모든 고객은 해당 장소의 허용 수용 인원에 포함됩니다.     
4,000 명 미만의 청중이 음식이나 음료를 포함하지 않는 이벤트 는 예방 접종 증명이나 음성 테스
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식음료 가 포함되지 않은 500 ~ 1,000 명의 청중이 참여하는 이벤트는 DPH에 건강 및 안전 계획 을
제출해야하지만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중 이 100 명 미만 이고 예방 접종 전용 섹션 이없는 이벤트 에는 승인 된 건강 및 안전 계획 이나
예방 접종 증빙 또는 COVID-19 테스트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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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예술, 음악, 연극 공연 및 축제  
조직 야외 예술 및 성능 이벤트는 예약을위한 좌석 요구 사항없이 일어날 수있다 (50 명)까지 관객
멤버 A의 건강과 안전 이상에서 5 일 이벤트 전에 제출 계획. 축제 에는 주 내 거주자 또는 전체 예
방 접종 증명을 보여주는 타주 방문객 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청중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착석 할인은 야외 식사 또는 바 건강 지침에 따라 8 인 그룹으로 확장됩니다 .    

야외 식사 
야외 식사는 가구 수에 제한없이 테이블 당 최대 8 명까지 확장됩니다. 그룹 예약은 최대 25 명까지
확장 되며 특정 안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테이블 을 혼합 할 수 있습니다.    

바, 포도주 양조장, 양조장 및 양조장 
야외 바는 가구 수에 제한없이 테이블 당 최대 8 명까지 확장 할 수 있으며 야외 식사 규칙에 따라
단체 예약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실내 바, 와이너리, 양조장 및 증류소 는 폐쇄됩니다.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모든 참가자가 예방 접종 증거 또는 COVID-19 테스트 음성을 제시 하면 주황색 등급 내에서 허용되
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수용 인원이 최대 50 %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인 이벤트 
더 많은 차량 당 1 세대에 비해 에서 25 % 차량 용량 까지 25명, 어떤 음식과 음료가 소비되지 않은
경우.       

투어 보트 및 버스  
승객 수에 제한없이 수용 인원이 확장 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필수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열릴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및 방송을 포함한 영화 및 미디어 제작  
실내 및 실외 영화 제작은 필수 테스트 및 기타 안전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거나 "COVID-19 작업
복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위치에서 최대 50 명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작물에는 승인 된 건강 및 안전 계획이 있어야합니다. 

보육 및 청소년 학교 밖 시간 프로그램 
야외 수용 인원은 최대 50 명까지 확장 될 수 있으며, 직원 및 청소년은 한 번에 2 개 이상의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내 수용 인원은 인원을 제외하고 최대 25 명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성인 교육,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 기관  
야외 수업은 50 명으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K-12 안전 규칙에 따라 직접 투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은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학생이 캠퍼스로 돌아 오거나 불필요한 여행을 위해 타주에서
도착한 후 10 일 동안 격리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며, 여행 후 10 일 동안 격리를 원하는 모든 예방 접
종 학생을 수용해야합니다. 

실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비공식적 인 실내 레크리에이션에는 가구 수에 제한없이 최대 12 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화되고 감독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레크리에이션은 각 팀에서 25 명의 안정적인 참
가자 그룹으로 확장 될 수 있으며 관중은 주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팀과 함께 대회가 재개 될 수 있습니다 . 타주 여행이나 타주 팀과의 경기는 없습니
다.    
청소년과 성인은 한 번에 2 개 이상의 팀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
다. 단 , 실내 고 접촉 스포츠 는 한 번에 한 가지 활동 으로 제한 되어야합니다 .      
실내 수영장은 레인 당 최대 2 명의 수영 선수가 25 %의 수용 능력을 유지 하고 수영장 밖에서 얼굴
을 덮을 수 있습니다.   

야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비공식 야외 레크리에이션에는 가구 수에 제한없이 최대 25 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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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고 감독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은 팀당 50 명의 안정적인 참가자 그
룹으로 확장 될 수 있으며 관중은 주에서 정한 야외 모임 및 규칙에 따라 허용됩니다 .    
대회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팀과 함께 재개 될 수 있습니다. 주 외부 여행이나 주 외부 팀과의 경
기는 금지됩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한 번에 2 개 이상의 팀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실내 고 접
촉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수영장 밖에서 거리를두고 얼굴을 가리는 조건으로 레인 당 최대 4 명의 수영 선수
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야외 놀이터는 거리 요구 사항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으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실내 모임 
여전히 낙담하지만 소규모 실내 사교 모임은 최대 25 % 이하 또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있는 25 명으
로 확장 되며 거리와 환기 조치가 권장됩니다. 완전 예방 접종을받은 개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실내
모임에는 특별 규칙 및 수당이 적용됩니다.      

실내 종교 활동 
실내 종교 활동 은 최대 50 %까지 제한됩니다 . 수용 인원 지침 은 실내 종교 서비스에 대한 안전 프
로토콜에 따라 예배당과 가정 및 기타 실내 환경에 적용 됩니다 . 또는 개인은 소규모 모임 규칙에
따라 종교 행사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실내에 모일 수 있습니다.          

야외 모임 
작은 야외 사교 모임 얼굴 코팅이 항상 착용 50 명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 참석자가있는 경
우 25 먹거나 마시는.      

 
다음 활동은 아래 설명 된 안전 프로토콜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식사 
실내 식사는 탁상 요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며 오후 11시 서비스 요구 사항이 해제됩니다. 테이블
은 여전히 최대 3 세대에서 6 명으로 제한됩니다.     

소매 
소매점 및 식료품 점은 더 이상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노인 또는 기타 취약한 고객을위한 특별 영
업 시간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벌크 빈에는 더 이상 특별한 간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텔 
청소 요원은 더 이상 통풍이되지 않는 N-95를 착용 할 필요가 없지만 요청시 무료 로 제공해야합니
다 . 그들은 잘 맞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합니다.     
스파 서비스는 실내 개인 서비스 지침 에 따라 객실에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요청시 스파 서비스
제공 업체는 직원에게 무료로 통풍 이 되지 않는 N-95 마스크를 제공해야합니다 .     

체육관 및 피트니스 
고정 (스핀 자전거와 러닝 머신 등) 호기성 장비는 6피트 떨어져 배치 될 수 및 에어로빅 피트니스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6 피트, 참가자들 사이의 간격과 함께 DPH-승
인 환기 측정.            

동물원, 수족관 및 박물관 
단체 예약 및 가이드 투어가 재개 될 수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의 재개 업데이트 되어 사용할 수 온라인 에서 SF.gov/reopening .    
 
건강 명령 및 지침 업데이트
4 월 14 일부로 샌프란시스코 공중 보건부 (DPH) 는 주황색 계층에서 허용되는 추가 비즈니스 및 활동의 확장을 반
영하여 건강 명령 및 지침 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 기업은 DPH 웹 사이트 에서 귀하의 업계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 하고 지침 전체를 검토해야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사업은 보건 및 안전 계획 (HSP)의 최신 버전을 가지
고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를 프로토콜 (SDP)를 하고 다음과 같은 모든 상태 요구 사항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한
다 간판 게시물 의 및 환기 요구 사항 들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f.gov/re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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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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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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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할 몇 가지 리소스 / 문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유지하기 주문 C19-07v
C19-07의 변경 사항 요약 -중요한 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비즈니스 용량 및 활동 표 – 주황색 계층에 대해 허용 된 활동 및 용량 제한에 대한 새로운 변경 사항 요약
리소스 및 건강 및 안전 계획 (HSP)으로 업데이트 된 건강 지침
모든 신규 및 업데이트 된 DPH 지침 / 팁 시트 목록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SF 레스토랑 주간 및 GGRA 예방 접종 설문 조사
지난주, 골든 게이트 레스토랑 협회 (GGRA)는 2021 년 봄 샌프란시스코 레스토랑 위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레스
토랑을 지원하고 4 월 18 일 일요일까지 특별 상금 메뉴를 통해 SF의 독특하고 다양한 이웃의 맛을 축하 하십시오 .
참여 레스토랑 목록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또한 GGRA는시와 공중 보건부가 샌프란시스코 레스토랑 및 기타 식품 및 농업 근로자의 백신 접근성을 평가하도
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지역 사회에 최선을 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설문 조사 를 4 월 17 일 금요일
까지 작성 해주십시오 .
 
함께하는 SF 이니셔티브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 확대되고, COVID-19가 라틴계와 아메리카 인디언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 그리고 흑인 삶을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고 명확히하는 것
이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증오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입 SF 인권위원회와 연대에 대한
뉴욕시의 캠페인을 시작 화합 이벤트 시빅 센터 플라자에서 SF 이니셔티브를 함께 스탠드 에 12에서 오후 2 시까
지, 4월 17일 (토요일) . 자세한 내용은 h�ps://standtogethersf.org/를 방문 하십시오 .
 
OSB 채용 – 정책 분석가 /위원회 비서 위치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위원회는 모든 중소기업,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가 소유 한 기업의 성장과 번
영을 지원하여 포괄적이고 번성하는 샌프란시스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법률을 통
해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열정이 있다면 이것이 귀하에게 적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서 채용 공고를 참조 하십시오 . 관심있는 지원자는 2021 년 4 월 16 일 금요일 오후 5 시까 지 신청해야합니
다.
 
 
웨비나 :
기업가를위한 법률 서비스 (LSE) 무료 법률 클리닉 – 2021 년 4 월 15 일 목요일 오후 3시
법률 클리닉을 위해 4 월 15 일 오후 3시 5 분부터 LSE에 가입하세요. Pro-bono 변호사는 법인 설립, 지적 재산 및 계
약 법적 문제가있는 중소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냄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등록이 필요합
니다 .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h�ps://�nyurl.com/APRIL15CLINIC
 
미국 구조 계획에 대한 가상 타운 홀 (다국어) – 2021 년 4 월 16 일 금요일 오전 9시
SBA 관리자 Isabella Casillas Guzman, 미국 상원 의원 Alex Padilla 및 하원 의원 Lucille Roybal-Allard와 함께 중소기
업 소유주를위한 경제 회복에 대한 가상 타운 홀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 이 무료 Zoom 이벤트는 American Rescue
Plan이 소기업의 복구 및 재건을 돕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 하며 Q & A 세션을 포함 합니다 .
 
참석자들은 :

American Rescue Plan에 대해 들어보고 소기업 소유주에게 어떻게 도움이되는지 들어보십시오.
중소기업 복구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방법 알아보기
가까운 지역의 중소기업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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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and-Activities-Tab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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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dcp.org/infectious-diseases-a-to-z/coronavirus-2019-novel-coronavirus/covid19whatsne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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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ko&u=https://www.sfrestaurantweek.com/restauran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restaurantweek.com/restauran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sfrestaurantweek.com/restauran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7gH2GP_lXDi6K5rcOjh0YFpPCxuJSn_ntXKRTUfKdmpTX2A/viewfor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tandtogethersf.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tandtogethersf.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jobapscloud.com/SF/sup/bulpreview.asp%3FR1%3DPEX%26R2%3D1823%26R3%3D10994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jobapscloud.com/SF/sup/bulpreview.asp%3FR1%3DPEX%26R2%3D1823%26R3%3D10994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jobapscloud.com/SF/sup/bulpreview.asp%3FR1%3DPEX%26R2%3D1823%26R3%3D10994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tfaforms.com/47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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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및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이 이벤트는 것 또한 스페인어, 한국어, 북경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동시에 제시.     
 
샌프란시스코 기업을위한 Facebook Career Connec�ons 정보 세션 – 2021 년 4 월 21 일 수요일 오전 11시
Facebook은 Human Services Agency ( JobsNOW ! 프로그램 ) 및 샌프란시스코 의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와 협력
하여 50 명의 현지 후보자를 현지 기업에 배치하고 처음 6 명 동안 임금을 보조하는 Facebook 디지털 마케팅 담당
자가되도록 교육합니다. 고용 개월. 이것은 임시 인턴십이 아니라 의미 있고 상호 이익이되는 풀 타임 취업을위
한 길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다음을 수행 할 수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Facebook이 심사하고 훈련 한 구직자와의 연결
Facebook / Instagram의 $ 500 광고 크레딧
독점 교육, 리소스 + 지원

 
자세한 정보 및 RSVP를 보려면 h�ps://careerconnec�onsinfo.splashthat.com/을 방문 하십시오 .
 
 
자금 조달 리소스 업데이트 :
SF 구호 교부금 – 지금 오픈
오늘 London Breed 시장 은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
해 추가 보조금 및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 에 서명했습니다 . 1,090 만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연방 또는시
자금을 거의 또는 전혀받지 못한 점포 사업체, 주 및 지역 규정으로 인해 6 개월 이상 강제 폐쇄 된 사업체, 오랫동
안 설립 된 사업체 및 도움이 필요한 사업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웃. G 호언 장담 응용 프로그램은
현재 열려있는 및 S 쇼핑몰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f.gov/sf-relief-grants . 
 
커뮤니티 앵커 보조금
커뮤니티 앵커 2 명 이상의 직원과 지원 사업을 부여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는 15 년 이상,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장소 또는 영화관이거나, 문화 지구에 있거나 이웃 기회 지역에 투자해야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주식 보조금
주식 보조금 이상의 보조금 $ 5,000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출 $ 20,000받지 못한 사업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사업
주의 가구는 지역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극히 낮거나 중간 수준의 소득으로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 추가 자격 세
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COVID-19 구호 교부금 – 6 라운드가 4 월 28 일에 시작됩니다.
뉴스 레터에서 이전에 공유 한 바와 같이 CA Go-Biz 및 CA 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는 C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교부금을위한 새로운 라운드를 추가했습니다. 라운드 6 에 시작됩니다 4월 28일 엄마를 통해 4 Y .
이전 라운드 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은 지원자 는 자동으로 라운드 6 으로 이동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
요가 없습니다 . 신규 지원자는 신청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s://careliefgrant.com/을 방문 하십시오 .
 
SBA 업데이트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SVOG) – N OW OPEN
불만이 장소 운영자 그랜트 (SVOG) 응용 프로그램 포털은 현재 열려있는 중요한 경제 구제 신청을 라이브 공연장,
라이브 공연 예술 단체, 박물관, 영화관뿐만 아니라 라이브 공연장의 발기인, 연극 생산자와 재능 대표의 운영자 .
SVOG 프로그램은 보조금 이상의 $ 16.2 억 달러를 충당했다. 이 자금 중 최소 20 억 달러 이상은 정규직 직원이 최
대 50 명인 적격 SVOG 신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단일 보조금에 대해 최대 1,000 만 달러까
지 총 수입의 45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SBA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SVOG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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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를받을 때 신청자를 각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h�ps://www.svograntportal.sba.gov/s/를 방문 하십시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 – 2021 년 5 월 31 일까지 연장
지난 달 ,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잔뜩 보호 프로그램을 확장, 법률로 2021의 PPP 확장 법에 서명 을 위해 2021년 5월
31일에 2 개의 추가 개월 후 여전히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에 SBA을 위해 추가로 30 일의 기간을 제공 보류 중 . 이
전에 PPP 대출을받지 않은 경우 First Draw PPP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PPP 대출을받은 적이있는 경우
특정 사업체는 Second Draw PPP 대출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A.org/PPP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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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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