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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 다음은 주중 소규모 비즈니스 업데이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도와 드리
겠습니다. 이 업데이트 및 공유 한 다른 업데이트 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알려주십시오 . 발
표 :  
 
     
 
L OCAL UPDATES 어제, 공중 보건학과는 발행 된 주문에 업데이트 보호소 를 통해 지금은 효과가 2020년 5월 3일, 및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문에 대한 많은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 "필수 비즈니스"지침 : 집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는 더 이상 필수로 간
주되지 않습니다. (주문의 섹션 13 (f)). 추가 지침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NEW : 필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은 : 게시에 필수적인 기업이 필요 4월 2일 오후 11시 59 분에 의해 차 
사회적

거리를 프로토콜 . 의 규정은 주문의 제 13 (H)에 설명되어 및 의 형태 로 제공 부 록 (주문에서 업데이트 된
대피소의 마지막 2 페이지)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각 직원에게 사업의 사회 복지 프로토콜 사본을 제공해
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프로토콜해야한다 : 사업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 달성하는 방법을 설명 1) 쉽게 최
소 여섯 발을 유지할 수 시설에서 그 사람을 위해 한 번에 시설에 입력 할 수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을 필수
비즈니스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2) 시설에서 라인
이 형성 될 수있는 경우, 최소한 6 피트 씩 증가하여 개인이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 있어야
하는 곳을 설정합니다. 3) 시설의 출입구 근처 및 일반인과 직원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장소, 일반인과
의 직원 상호 작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손 소독제, 비누 및 물 또는 효과적인 소독제 제공 (예 : 출납원); 4) 비
접촉식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사용 후 모든 지불 포털, 펜 및 스타일에 대해 소독
제를 제공 합니다. 5) 다른 높은 접촉 표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십시오. 및 6)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것을 알
려주는 시설의 입구에서 기호를 게시 : 그들은 기침이나 발열이있는 경우 피하기는 시설 진입을; 서로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팔꿈치에 재채기와 기침; 악수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하지 마십시오. 일
부 다른 중요한 신조 의 사회적 거리를 프로토콜 포함 '조치 방지 불필요한 연락을합니다.' 다음은 :로 설명
을 포함하여 식품 관련있는 이기적인 모든 항목에서 사람들 방지) 1 컵, 식품 바 타입 항목의 뚜껑하고 직원
에 의해 제공되는 보장 과 하지 에 대한 고객 셀프 서비스 사용 ; 2) 벌크 품목 식품 보관함을 고객 셀프 서비
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합니다. 3) 고객이 자신의 가방, 머그컵 또는 기타 재사용 가능한 품목을 집에서
가져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 대피소 주문이 유효한 동안 수하물 요금을 청구 할 필요는 없습
니다. 4) 비접촉 지불 시스템을 제공 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지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참
고 : 사업체는 여전히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5) 기타 조치 (선택-설명 ) 예를 들어, 수석 전용 시
간을 제공한다. 소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의 채울 수있는 버전의 사본 ;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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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 아닌 비즈니스에 대한 "최소 기본 작업"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의 : ( 주문 13 (g) 항 ). "최소 기본 운
영"에는 이제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재고 및 시설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 활동;
보안, 안전 및 위생 보장 급여 및 직원 급여 처리 기존의 재고를 거주지나 사업장에 직접 제공합니다. 및 관
련 기능. 사업체의 소유자, 직원 및 계약 업체가 거주지에서 원격으로 계속 작업 할 수 있도록하고 비즈니스
가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하는 데 필요한 최소 활동.  

S TATE UPDATES 주지사 뉴섬 서명 새로운 행정 명령 세금을 적게는 $ 1을 넘지 백만 수익을 신청하는 모든 기업을위
한 세금 환급 및 세금 납부에 대한 90 일간의 확장을 제공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은 7 월 31 일 까지 1 분기
반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 명령도했다 공인 국가 알코올 및 음료 제어 기구 (ABC)이 월 / 4 월 유료 라이센스 갱신 수수료가없는 사람들을
위해 30 일 구호 기간을 제공합니다. 보도 자료 및 새로운 지불 일정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주문은 세금 및 수수료 납부자를 수용하기 위해 60 일까지 환급 청구를 제출하기 위해 제한 법령을 연장합니
다. 

주정부는 또한 향후 60 일 동안 여러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요건을 면제합니다. 
 
F UNDING 자원과 지원 서비스
CARES Act-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코로나 원조, 구호, 그리고 한 경제 보안 (CARES) 법의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단지 의회 통과가 필요로하는 자영업
을 지원하기위한 것입니다 것을 그들이 현재 가지고 . 월급 보호 프로그램 (PPP)을 향한 중소기업에 고용 수백만 명
의 미국인 우선 순위 의의 일자리 유지 및 기타 비용을 .   수 있도록 설계 자신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T, 그는 PPP는 대출 용서를 포함하여 매력적인 기능의 호스트를 가지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SBA를 방문하십시오 . 
 
버라이존 - LISC 소기업 복구 그랜트 - 현재 사용 가능 신청  
버라이존으로부터 250 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LISC 는 COVID-19의 유행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재정적 위협에 직면
한 소규모 기업에 중요한 구제 및 탄력성 구축 지원을 제공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 이 자금은 최대 10,000 달러를 지
원할 것입니다. 특히 유연하고 저렴한 자본에 접근 할 수없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색채 기업가, 여성 소유 기
업 및 기타 기업에 지원할 것입니다. Verizon은 "Pay It Forward Live"온라인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강
조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비즈니스 영향 지원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업무 중단, 정리 해고 또는 후유를 고려하는 비즈니스 인 경우, 경제 및 노동력 개발 사무소
(OEWD)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귀하와 귀하의 직원을위한 가상 정보 세션을 제공합니다.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및 기타 파트너와 함께이 중요한 시간 동안 귀하와 귀하의 직원을 돕기위한 실업 수당, 의
료 자원 및 경력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입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진행중인 서비스 및 리소스 Small Business Majority는 0 %이자, 저이자 SBA 재난 대출 및 캘리포니아 소기업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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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IRBMZfUjHD2hZjjUX-sUU0Bb9N0WSwTZdjS3_Wa3Zkt8p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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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개요에 관한 웹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웨비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액세
스 하거나 주문형 웨비나를 봅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 협회 (California Employers Associa�on)  는 해고, Furloughs 등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COVID19와 관련된 웨비나 및 기타 리소스에 액세스하십시오 .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해 San Francisco Shelter in Place 지침의 지시에 따라 4 월 7 일까지 상업용 수집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시는 또한 사업 세 및 면허 수수료 연기, 영향을받
는 사업을위한 구호 기금 출범, 시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등 소기업 지원을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
다. , 근로자 및 사업체에 대한 주 및 연방 지원을 옹호합니다. 여기에는 www.Give2SF.org 기금 이 포함되며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받는 소규모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중 보건 주문 및 : DPH의
추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dph.org/ DPH /alerts/coronavirus.asp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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