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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시청 재개; SF는 활동을 확장합니다; 및 기타
 
 
2021 년 5 월 20 일
 
 
독자 여러분,
 
다음은 소규모 기업을위한 공지 사항 및 리소스입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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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 2021 년 5 월 24 일 월요일 오후 4시 30 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위원회 (SBC)에 가입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법률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월요일 일정 은 내일 온라인에 게시 됩니다 . 의 어떤에 기록 된 여론 수렴과 중소기업위원회
를 제공하기 위해 의제 항목 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bc@sfgov.org , 또는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회의에 참가.     
 
시청이 대중에게 재개
Shelter in Place로 인해 시청이 일반 대중에게 폐쇄 된 지 14 개월이 지났습니다 . 지난주 런던 B 리드 시장 과 카르
멘 추 (Carmen Chu)시 행정관 은 대면 서비스를 위해 시청 재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6 월 7 일 월요일부터 시청은 대면 서비스와 일반 대중의 접근을 위해 재개 장합니다. 여기에는 결혼 면허 신청, 출
생 및 사망 증명서 취득, 문서 기록, 사업 등록, 재산세 및 사업 세 및 수수료 지불과 같은 대면 서비스가 포함됩니
다. 전주 인 6 월 1 일부터 일부 시청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서만 매우 제한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인에게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재개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f.gov/loca�on/city-hall을 참조하십시
오 . 
 
중소기업 사무소에서는 약속을 통해서만 대면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케이스 관리자와의 만남을 예약하려
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554-6134로 전화하십시오.
 
SF는 열린 활동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보건 국장 그랜트 콜 팩스 박사와 수잔 필립 박사 는 오늘 5 월 20 일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기존 공개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주에서 허용하는 것과 더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보건 명령을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
다. , 주가 지침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다음 활동이 확장 될 수 있으며, 건강 명령 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 지금 부터 유효 합니다. 기업은 DPH 웹 사이트 에
서 귀하의 산업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확인 하고 지침 전체를 검토해야합니다.
 
야외 티켓 및 좌석 공연, 관중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 

용량 허용량이 더 많고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 예방 접종 섹션을 제외하고, 고객은 더 이상 테
스트 또는 예방 접종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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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구매 한 6 명의 개인 그룹당 최대 3 개의 가구가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증가). 
식사 – 야외 및 실내 

고객은 더 이상 테이블에 앉아 음식과 음료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좌석이없는 바 테이블 및 기타 비 좌
석 구성은 그룹 사이에 최소 6 피트 거리를두고 최대 8 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허용됩니다.  
술집과 테이블에서의 음식 준비 (예 : 스시 바, Benihana 등에서 수행됨)는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고객
과 직원 사이에 여유로운 거리를두고 허용됩니다. 

식사가없는 실내 바   
바 카운터에서는 식사를위한 좌석 요구 사항에 따라 거리 제한이 완화됩니다. 
고객은 실내 식사 지침에 따라 그룹간에 최소 6 피트 거리를두고 최대 8 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당구대
또는 아케이드 게임과 같은 고정 엔터테인먼트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개인 관리 서비스-실외 및 실내 
고객은 입, 목 또는 얼굴의 문신이나 피어싱과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 안면 덮개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위한 방과 후 시간 프로그램 – 실외 및 실내 
코호트 크기 제한이 해제되고 프로그램은 주 면허가 허용하는 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
공 할 수 있습니다.   
3 주 최소 요구 사항은 여전히   권장되지만 해제됩니다. 
성인 방문객은 픽업 / 드롭 오프를 위해 시설 (마스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 예방 접종을받은 성인은 예방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자원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소규모 실내 모임 지침에 따라 부동산 오픈 하우스가 허용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의 사교 모임을 포함한 소규모 실내 모임  
실내 식사 지침은 물론 소규모 실내 모임에 특정한 추가 용량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한 가구 이상의 모
임에서 먹거나 마시기 위해 안면 덮개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야외 모임 및 / 또는 다른 완전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과 만 안면 마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여전히 권장됩니다. 

야외 성인 및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는 마스크를 제거하더라도 더 이상 검사 또는 예방 접종의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야외 고 접촉 및 중간 접촉 스포츠 중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은 참가자가 허용되는대로 연습 및 경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주 요구 사항에 맞게 완화됩니다. 

성인 및 청소년 스포츠 – 야외 및 실내 
모든 팀이 주 고등 교육 기관 지침의 대학 스포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하루에 팀당 한 경기 이상이
포함 된 토너먼트가 허용됩니다.

실내 예배당 및 정치 시위 
조직은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아도되는 완전 예방 접종을받은 회중 / 참가자를위한 섹션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전체적으로 50 % 용량 및 안면 커버 요구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요구 사항이 해제됩니다 .
고객 및 개인 건강 검진 

주 지침에서 요구하는 경우 (예 : 야외 커뮤니티 스포츠 행사 및 개인 관리 서비스)를 제외하고 고객에 대
한 현장 심사 요건이 해제됩니다.  
OSHA와 같은 주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에 대한 현장 심사 요건이 해제됩니다. 고
용주는 여전히 직원에게 COVID-19 증상을 검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현해야하지만, 기업은 현장
에 도착하기 전에 직원에게자가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건부 심사 양식 (명령 부록 A의 일부로 첨부 됨)은 계속 사용하려는 비즈니스를 위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완전 예방 접종 섹션 / 건강 및 안전 계획  
완전 예방 접종 섹션을 시행하기 위해 장소가 건강 및 안전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요구 사항이 해제
됩니다. 이벤트 규모와 관련된 건강 및 안전 계획 요구 사항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검토 할 기타 리소스 / 문서 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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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Safer- t-홈 주문 C19-07의 X
떨어지면 일산화탄소 m C19-07w의 C19-07x에 결연 의 변화를 나타낸다.
비즈니스 용량 및 Ac�vi은 t 이거 T 수 - 새로운 변화의 개요 
업데이트 보건 D는 irec�ves 자원과 건강 및 안전 계획 (HSP)를  
클릭 그녀의 E를 모든 신규 및 업데이트 DPH 지침 / 팁 시트의 목록  

 
SF Port , Pop-Up Parks Ac�va�on Ini�a�ve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 항은 활성화를위한 자격 요청 (RFQ)을 발행 했습니다.
흥미 진진하고 일시적인 행사와 활동이있는 해변 공원과 열린 공간. RFQ는 항구가 해안가를 따라 이벤트와 활동
을 안전하게 개발, 홍보 및 시작하기 위해 협력 할 다양하고 경험 많은 파트너 풀을 구축 할 것입니다.
 
임시, 활동 및 이벤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문화 전자 통풍구
운동 진열장
미술 설치, 전시 및 공연
식음료 할인
소매 시장
공원과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

 
활동의 규모와 범위는 최대 1 년으로 다양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구의 목표는
대중에게 다양한 흥미 진진한 옵션을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RFQ는 특히 소
규모, 중형 및 대규모 이벤트 및 활동에 대해 제안 된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2021 년 6 월 17 일 오후 2시입니다. 항만은 이번 여름에 라이센스 및 허가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첫 번째 활동은 8 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RFQ는 에서 포트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www.sfport.com/PopUpRFQ .
 
12 세 이상을위한 백신
지난주, Mayor Breed 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12 세 이상의 개인이 이제 화이자 COVID-19 백신을 맞을 수 있
다고 발표 했습니다 . 이 연령대를 위해 승인 된 유일한 백신 인 화이자 백신은 COVID-19 감염을 최대 100 %까지 예
방하고 보호 항체를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10 대 청소년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COVID-19 예방 접종에는 주에서 정의한 해방 또는 자급 자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시에서는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약속을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방문 sf.gov/
getvaccinated 화이자 백신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찾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의 월간 하이라이트
중소기업 30 일 도전
Mayor Breed, Small Business Commission 회장 Sharky Laguana, 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on Agency 이사
회 이사 및 중소기업 소유주 Manny Yeku�el 과 함께 Small Business 30-Day Challenge에 참여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십시오. 5 월 한 달 동안 SF 주민들은 지역의 소규모 기업과 식당 만 이용하도록 장려합니다 . 가입하려면
smallbiz30.com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차양 비 면제 – 5 월
매년 5 월 소기업의 달에 따라 차양 교체, 차양 교체 표지판 및 보행자 수준 조명에 대한 허가 수수료는 건물 검사
및 기획부 허가 검토 수수료 외에 소방서 및 공공 사업에 대해 면제됩니다. 지금이 기회를 활용하여 정상 비용의
일부로 비즈니스 외관, 간판 및 조명을 개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웨비나 :
SFO의 DBE 프로그램 계획 및 혜택 – 2021 년 5 월 25 일 화요일 오후 4시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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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FO는 DBEs, SBE를, 8A,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인증 소기업에 해당하는 계약 기회를 만드는 방법 프리젠
테이션 및 토론 OIN은 배울 수 있습니다. SFO가 신속한 지불, 대체 등을 포함하여 연방 DBE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마이크로 소프트 팀 - 가입 컴퓨터 또는 모바일 앱에
회의에 참여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전화 (오디오 만)
+ 1650-466-0290 ,, 651680292 # 미국, 산호세 
전화 회의 ID : 651680292 #
 
CA 재건 기금에 대한 업데이트 – 2021 년 5 월 26 일 수요일 오후 12시
현재까지 CA 재건 기금에 대한 경험에 대해 다음 조직의 대표로부터 들어 보십시오.

태평양 커뮤니티 벤처
기회 기금
CAMEO (CA Associa�on for Microenterprise Opportunity)
중소기업 다수
Kiva
Calvert 임팩트 캐피탈
커뮤니티 재투자 기금

 
Zoom 링크 를 등록하고 받으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상업용 임대 및 SF 모라토리엄 – 2021 년 5 월 26 일 수요일 오후 3시
기업가를위한 법률 서비스에 가입하여 상업 임대 협상 및 퇴거 모라토리엄으로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을 지
원하는 웨비나를 받으십시오. 웹 세미나는 현지 법률 회사의 자원 봉사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법적 비즈니스 문
제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공유됩니다. 스페인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Oakland Businesses : 5/25 화요일 오후 3시 – 여기 에서 등록 하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 : 5 월 26 일 수요일 오후 3시 – 여기 에서 등록 하세요 .
 
 
자금 조달 리소스 업데이트 :
Kitchen Zero SF Grant- 신규
모든 SF를 호출 f를 짐 우드 의 서 비 스의 r은 의기 양양 b를 usinesses .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Kitchen Zero 보조금 ( 최대 $ 14,500)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추적 소프트웨어로 추가 구매 및 폐
기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San Franciscans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용 식품 구조를 지원하십시오. 보조금 9
월 2021을 통해 선착순 기지에서 사용할 수있는 켈리 Gaherty, 상업 쓰레기 제로 보조 코디네이터에 연락하여 지
금 가입 에서 kelly.gaherty@sfgov.org 또는 415-355-3768을.  
 
SBA 업데이트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 마감일 5/24
어제 중소 기업 관리자 Isabella Casillas Guzman 은 자격을 갖춘 식당이 동부 표준시 기준 5 월 24 일 월요일 오후 8
시까 지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가장 작은 소규모 식당이 필요한 구제
를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예비금은 타격을 입은 지역 사회에 공평한 자금 분배를 계속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합니
다. SBA는 여전히 2019 년 연간 매출이 $ 50,000 이하인 적격 시설에 대해 사용할 수있는 예비 자금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지원 포털을 5 월 24 일 월요일 오후 8시 (동부 표준시)까지 열어 둘 것입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레스토
랑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5 억 달러 중 2 억 2 천만 달러 이상이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RRF)에 남아 있습니
다. 이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시설은 SBA 공인 POS 공급 업체를 통해 신청 하거나 SBA 온라인 신청 포털을 통
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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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F 프로그램의 첫 2 주 동안 SBA는 우선 순위 그룹으로부터 다음을 받았습니다.

2 억 9 천만 달러의 자금을 요청하는 전염병 전 수입이 $ 50,000 이하인 기업의 12,898 개 애플리케이션 
61 억 달러의 자금을 요청하는 유행성 전염병 전 연간 매출이 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의 73,671 개 애플리케
이션  
$ 500,000-$ 1,500,000의 연간 전염병 매출이 $ 84 억의 자금을 요구하는 기업의 34,010 개 애플리케이션  

 
레스토랑 활력 기금 (RRF)은 사업 당 $ (10) 만 실제 위치 당 최대 $ 5 백만보다는 자신의 대유행 관련 매출 손실을
최대로 동일한 자금과 레스토랑을 제공합니다. 수혜자는 2023 년 3 월 11 일까지 적격 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한 자금을 상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격 법인에는 레스토랑이 포함됩니다. 음식 가판대, 음식 트럭 및 음식 카트;
요리사; 바, 술집, 라운지 및 선술집; 스낵바; 빵집 양조장, 시음 실 및 탭룸; 양조장 및 소규모 양조장; 와이너리와
양조장 등이 있습니다. RRF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ba.gov/restaurants를 방문하십시오 . 신청하려
면 h�ps://restaurants.sba.gov/ 로 이동 하십시오 .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신청 지원
Mayor Breed 는 시가 미션 경제 개발국 (MEDA) 및 여러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샌프란시스코 레스토랑
및 새로운 연방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기타 적격 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금
신청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샌프란시스코 자영업 에 신청 f를 싶게 캔 접촉 : 

선교 경제 개발원
웹 사이트 : medasf.org/restaurant/ 
이메일 : restaurant@medasf.org 
스페인어 핫라인 : 415-249-2492 

동북 커뮤니티 연방 신용 조합 (중국어)
웹 사이트 : necfcu.weebly.com/ 
전화 번호 : 415-434-0738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 베이 뷰
웹 사이트 : rencenter.org/event/ rrf -program-info-session / 
전화 번호 : 415-348-6223 

S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웹 사이트 : sfsbdc.org . 신규 고객 등록은 여기를 클릭 하고 다음 양식을 작성하면 예약을 위해 연
락을드립니다.   
전화 번호 : 415-937-7232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신청을 지원하는 추가 파트너를 포함한 포괄적 인 비즈니스 리소스 목록은 온라인
oewd.org/covid1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VOG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 지금 오픈
SVOG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응용 프로그램 포털은 현재 라이브 공연장, 라이브 공연 예술 단체, 박물
관 및 영화관의 운영자는 물론 라이브 공연장 프로모터, 연극 제작자 및 탤런트 대표가 중요한 경제적 구제를 신
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SVOG 프로그램은 보조금으로 162 억 달러 이상을 충당했습니다. 이 자금 중 최소
20 억 달러 이상은 정규직 직원이 최대 50 명인 적격 SVOG 신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단일
보조금에 대해 최대 1,000 만 달러까지 총 수입의 45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SBA는 선입 선출 방
식으로 SVOG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를받을 때 신청자를 각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
청을 원하시면 h�ps://www.svograntportal.sba.gov/s/를 방문 하십시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 – 2021 년 5 월 31 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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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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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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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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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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