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2021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3

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제목: 새로운 실내 마스크 요청 ; 엔트에 대한 설문 조사 ertainment 판매를
 
 
2021년 8월 2일
 
 
친애하는 독자님,
 
8월 한 달 동안 새로운 공지와 업데이트로 시작합니다. 우리 가 계속 중요한 COVID-19의 경우 증가 및 학과 공중 보건의 충동 의
대상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가능한 한 빨리 예방 접종을하는 주민들 . 샌프란시스코에는 적격 인구의 7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
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우리 도시에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COVID에 대한 최고의 방어 도구이며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계속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백신을 접종
한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사례가 있지만,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같은 비율로 COVID에 감염되지 않으며 입원할 가능성도 훨씬 적습니다. 직원, 친구, 가족 및 이웃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백신은 이웃에 위치한 사이트와 모바일 백신 노력을 통해 적격한 모든 거주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sf.gov/는 getvaccinated .
 
항상 그렇듯이 중소기업청은 우리 가 이 대유행으로부터 회복 하고 재건 하는 동안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
다 . 저희 사무실은 방문 및 예약을 위해 완전히 재개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
554-6134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기업이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 를 확인 하도록 권장 합니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개정된 건강 명령 – 실내 마스크 요구 사항 추가
COVID 사례 의 급증, 입원 증가 및 마스킹에 대한 CDC 및 CDPH 권장 사항의 최근 변경 사항 에 비추어 샌프란시스코 보건 담당관
은 Safer Return Together Order (C19-07y) 를 업데이트하여 개인에 대한 실내 범용 마스킹 요구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의 예방
접종 상태. 새로운 요구 사항은 직원(직원 및 계약자)은 물론 후원자, 참가자 및 방문자를 포함한 카운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
니다 . 다음 중 일부 를 포함하여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개인이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지정된 환경의 요구 사항
에 대한 몇 가지 제한된 예외가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먹거나 마시는 동안(식당에서 손님이 서빙을 기다리는 테이블에 앉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테이블을
떠날 때와 같이 적극적으로 먹거나 마시지 않을 때 개인은 다른 모든 시간에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제거가 필요한 개인 관리 서비스를 받는 동안(예: 얼굴, 수염 다듬기, 얼굴 피어싱 또는 문신, 얼굴 마사지). 참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제공자는 N95, 인공 호흡기 또는 시술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 담당관은 또한 기업과 개인이 특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DPH 지침에 따라 실내 환경에서 환기 조치
를 시행 할 것을 계속 촉구 합니다. 개인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기타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사업체 및 운영자(건강 명
령에 요약된 일반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예외에 해당) 다음 환기 전략 중 하나: (1) 신선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가
능한 창과 문
실외 공기 가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2) 완전히 작동하는 HVAC 시스템; (3) 각 방에 적절한 크기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
 
기업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된 건강 주문 및 업데이트 요약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SF 사업체
는 공공 출입구 에 이 전단지 버전을 게시해야 합니다 . 새로운 실내 마스킹 요구 사항은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부
터 적용됩니다.
 
이제 모든 사내 검토 프로젝트에 전자 계획 검토 사용 가능
건물 검사부(DBI)는 전자 계획 검토(EPR)를 모든 내부 검토 프로젝트로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사내 허가증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상점을 만들어 지원자의 프로젝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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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검토 단계별 가이드
EPR(전자 계획 검토) 리소스 페이지

 
사내 검토 신청자가 전자 계획 검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I는 Bluebeam(샌프란시스코의 EPR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를 제출하고 허가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직원 의견을 검토 및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온라인 고객 교육을 주최하고 있습
니다. 아래의 웨비나 섹션에서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테인먼트/유흥업을 위한 설문조사
샌프란시스코에서 엔터테인먼트 또는 유흥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찾고 있
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원회는 COVID-19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유흥 산업 종사자를 위한 후속 설문조사를 만들었
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엔터테인먼트 위원회와 시의 산업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알리는 것입니다. 8월 9일
까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고 설문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영어   |  ESPAÑOL   |  中文   
 
 
웨비나:
SFDBI - Bluebeam 전자 계획 검토 교육 - 8 월 3 8월 24일 

 지원자가 전자 계획 검토, D의 활용 자체 검토 도움말 의 epartment B uilding I의 nspec�on Bluebeam (샌프란시스코의 EPR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온라인 고객 교육을 호스팅하는 )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허가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직원
의견을 검토하고 응답합니다.

  
8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여기에서 등록
8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여기에서 등록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한 Rapid Response 가상 정보 세션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샌프란시스코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
소는 매월 첫째 화요일에 Rapid Response 가상 웨비나를 제공합니다. 인력 파트너 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J OB t 비가, C areer S
ervices, U nion m 엠 R esources를 시간 ealthcare을 O를 p�ons 및 U nemployment I nsurance F iling 피의 로웠을 .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세요 . 

  
비즈니스 시작, 성장 및 확장 –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오후 3:00 

 일반 대출이 거절되어 다른 대출 옵션을 찾고 있습니까? SBA 대출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준비하는 이 무료
교육 세션에 SBA에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지역 대출 기관을 직접 만나보세요. 여기 를 클릭 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오.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 직장에서의 예방 접종 및 마스크 착용의 합법성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오전 10:00
SF 챔버 회원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그들의 새로운 중소기업 관리자 인 Somiah Handy 는 직장에서 예방 접종의 합
법성에 관해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주최합니다. 당신은 사업주이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는 방법? 예방 접종을 권
장하는 방법? 직원이 갖는 권리, 고용주와 고객이 갖는 권리 등” 이 가상 줌 미팅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등록
하십시오 .
 
 
자금 조달 자원 업데이트 :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복구 대출 기금 - OPEN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 은 샌프란시스코 소기업에 0% 이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의 출시
를 발표했습니다 . 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은 기존 구제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기업과 자본 접근에 더 큰 장벽에 직면한 기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운전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합니다. 
 
SF 중소기업 복구 융자 기금은 지금 대출 신청을 접수. 소기업 은 www.CALoanFund.org 에서 온라인으로 최대 $100,000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KIVA 및 Main Street Launch,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CDC Small Business Finance,
Pacific Community Ventures 및 Na�onal Asian American Coali�on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DFI)과 협력 하여 캘리
포니아 재건 기금 을 통해 관리됩니다 .          
 
SIA Scotch의 Entrepreneurial Spirit Fund – 8/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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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부터 자격을 갖춘 소기업 소유자는 SIA Scotch의 Entrepreneurial Spirit Fund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5명의 수혜자
에게는 각각 $10,000의 보조금과 함께 SIA Scotch Whisky의 창립자이자 기업가 정신의 여정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1세대
쿠바계 미국인 기업가인 Carin Luna-Ostaseski 와의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 지원은 2021년 8월 10일 오후 6시(동부 표준시)에 마감
됩니다. 적격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문화 및/또는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사람이 51% 이상 소유
연간 총 수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인 영리 기업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바다, 뉴욕 및/또는 텍사스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업을 운영 및/또는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더 알아보고 지원 하세요 .
 
키친 제로 SF 그랜트 - OPEN
샌프란시스코 환경부의 Kitchen Zero 보조금(최대 $14,250)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에게 무료 식용 식품
구조를 지원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추적 소프트웨어 및 식용 식품 기부 조정을 통해 추가 처리 비용을 줄입니다. 보조금의
목표는 특히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잉여 식용 식품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재분배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것입니
다.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한 $14,250는 무료 기부 픽업 및 잉여 식용 식품을 비영리 조직에 배달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소
프트웨어 추적 도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검토 주방 제로 SF 팩트 시트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및 비즈니스와 함께 작동
할 수있는 3 식품 복구 서비스 / 음식 폐기물 방지 파트너를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2021년 9월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신청
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kelly.gaherty@sfgov.org 또는 415-355-3768로 상업 폐기물 제로 보조 코디네이터인 Kelly Gaherty에게 연락하여 오늘 등록하십시
오.  
 
SBA 자금 조달 업데이트
폐쇄된 장소 운영자 보조금(SVOG) – OPEN
SVOG(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신청 포털이 이제 라이브 공연장 운영자, 라이브 공연 예술 기관, 박물관 및 영화관은 물
론 라이브 공연장 프로모터, 연극 제작자 및 재능 대표자가 중대한 경제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SVOG 프로그
램은 162억 달러 이상을 교부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기금 중 최소 20억 달러는 최대 50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적격한 SVOG
신청에 사용됩니다. 적격한 신청자는 총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단일 보조금으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
니다. SBA는 SVOG 신청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접수하고 신청을 받는 대로 신청자를 각각의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다. 자세
한 정보 및 신청은 h�ps://www.svograntportal.sba.gov/s/를 참조하십시오 .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 – OPEN
COVID-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은 재정적 의무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대출 금액은 30년 기간에 3.75%의 고정 이자율로 최대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더 자
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sba.gov/eidl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관련 발표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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