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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11 일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즐거운 한 주를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을위한 공지 사항, 업데이트 및 

리소스입니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oewd.org/covid19 자주 에서 새로운 정보와 리소스를. 질문이 

있으시면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sfosb@sfgov.org로.  
 

발표 

 

Small Business Commission 8/10/20 회의 요약 

SBC (Small Business Commission)는 지난 밤 (8/10/20) 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입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으로 가득 찬 회오리 바람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COVID-19 기간 동안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F 보건 책임자 인 Tomás 

Aragón 박사, SF 엔터테인먼트위원회의 CERT (Community Education Response Team) 

책임자 인 Maggie Weiland, 공유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입법 제안-Public 

Right of Way를 들었습니다. 수수료 면제 (파일 번호 200786) 및 COVID 관련 고용 보호 

(파일 번호 200765),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신청서. 

에서 회의 기록을 여기보십시오.  

200756 및 200786에 대한 SBC의 감독위원회 권장 사항게시 될 것 여기 은 

9/14까지에입니다.  

에서 중소기업위원회 및 향후 회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추가 된 4 개의 비즈니스 

3 월에 Shelter in Place Health Order가 발행 된 이후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대해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승인 한 첫 번째 비즈니스 그룹을 발표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전 

사업 라운드는 2020 년 1 월 27 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사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의 귀중한 문화재 역할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보존 및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현재에는가 

있습니다 243 개의 등록 소업체. 

8/10/20에 중소기업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 한 기업 : 

● City Nights (715 Harrison Street)는 Bay Area의 유일한 18+ 나이트 클럽이며 

1985 년에 설립 된 SoMa기구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는 대용량 나이트 클럽 

중 하나입니다. 

● 한국 격투기 센터 (1414 오션 애비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운영 

가라테 스튜디오 중 하나로서 1984 년부터 모든 연령대와 기술 수준의 교육과 수업을 

제공합니다. 

● New Conservatory Theatre Center (25 Van Ness Avenue, Lower Lobby)는 

1981 년부터 LGBTQ + 활동가 극장과 진보적 인 예술 교육의 최전선에있는 초연 퀴어 

및 동맹 극장입니다. 

http://oewd.org/covid19
mailto:sfosb@sfgov.org
https://sfgov.legistar.com/View.ashx?M=F&ID=8686921&GUID=63CC3CEA-3CE7-4024-A75F-DB06074FAEE7
https://sfgov.legistar.com/View.ashx?M=F&ID=8673726&GUID=39946FB3-1391-44F2-A5AB-6DC4FF9D166B
https://sanfrancisco.granicus.com/MediaPlayer.php?view_id=45&clip_id=36342
https://sfosb.org/policy
https://sfosb.org/commission-meetings-public-notices
https://sfosb.org/legacy-business/registry


● Royal Motor Sales (285 South Van Ness Avenue)는 가족 소유 기업입니다. 

Van Ness Ave.를 따라 4 개의 대리점에서 반세기 이상 신차 및 중고차 판매, 서비스 

및 부품을 제공합니다. 

 

WEBINARS 

 

US Black Chambers Series – 8 월 12 일, 26 일 오후 1시  

, Facebook은 US Black Chambers와 제휴하여개최합니다. 3 부로 구성된 웨비나 시리즈를 

8 월에는 자본 접근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교육, 소규모 비즈니스 패널 및 외부 강연을 

제공합니다.  

1. 8 월 12 일 : 온라인으로 번성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십시오. 전문가가 비즈니스를위한 

디지털 커뮤니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2. 8 월 19 일 : 불확실한 시대에 적응. 청중을 창의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Facebook 전문가와 Black 소유 기업으로부터 배우십시오.  

3. 8 월 26 일 : 격차 해소 : 자본 접근. 흑인 비즈니스 소유자가 어떻게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주 노동법 및 급여세 세미나 – 여러 세션  

이 대화 형 비디오 세미나는 고용 개발 부서 (EDD)와 함께 노동 기준 집행부 (DLSE)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DLSE 및 EDD로부터 다음 정보를 받게됩니다.  

● 기록 보관 및보고 요구 사항 

● 임금 지불 요구 사항  

● 일반적인 임금 및 시간 위반  

● 고용주 및 직원의 권리와 책임  

● 유급 병가 및 Covid-19계약자이  

● 직원 대 독립 

세미나에는 무료입니다. 다음 세션은 8 월 13 일과 8 월 20 일입니다. 세미나는 종종 정원이 

가득 차므로 예약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법률 위기 핫라인 – 2020 년 8 월 13 일 오후 4시  

매주 목요일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여 노던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개발 

센터 (SBDC) 네트워크의 숙련 된 변호사 및 비즈니스 고문이 이끄는 가상 업무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이 세션은 직원이 25 명 이하인 CA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입니다. 정부 구호 프로그램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여 

실시간으로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US Bank San Francisco Bay 현금 흐름 세미나 2020 – 2020 년 8 월 18 일 오전 

9:00  

US Bank는 8 월 18 일 화요일에 무료 현금 흐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스타트 업 

비즈니스 또는 현금 흐름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과 그것이 비즈니스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COVID-19에 따른 SF 노동법-2020 년 8 월 19 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노동 기준 집행 및 직장 법률 지원 사무소는 COVID-19에 따른 SF 노동법 

웨비나의 두 번째 세션을 추가했습니다. 공중 보건 비상 휴가 조례 및 직원 보호 조례와 같은 

https://www.facebook.com/business/m/black-business-august
https://www.dir.ca.gov/dlse/Training.htm
https://go.smallbusinessmajority.org/e/229072/ster-WN-u4urhaxSTm2YzNI57V7aDw/8tkj1/303116290?h=Urz6k8EzKyZ66IJPJzcc-j58LBLujXYm0GW_WuruYJM
https://web.cvent.com/event/a9e0d5ad-de8e-4f57-94a2-de692fdafdf5/regProcessStep1?mc_cid=27583ad061&mc_eid=7a4e5c8546&fbclid=IwAR3hooyCK0kxZq-KK3HTvPLBCJXuxgGSc8vL4F2NXyikmu0HSmPd-ZrnMRI


최근 채택 된 긴급 조례를 포함하여 COVID-19에 따른 SF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웹 

세미나에서는 주 및 연방 휴가 프로그램도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문제가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임대 협상 – 2020 년 8 월 19 일 오후 6시  

임대 계약에 서명하고 입주하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과 협상 할 수 있고 

반드시 협상해야하는 상업용 임대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해. 이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세입자로서의 권리 이해 및 보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되는 작은 글씨, 임대 조건 및 상업용 부동산 법률을 이해합니다. 부실한 

집주인과의 거래; 경제 다운 사이클 동안 임대 갱신, 수정 또는 수정.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상업용 임대 계약 고려 : COVID-19 이후-2020 년 8 월 20 일 오후 1시이  

웨비나는 사무실 임대 및 소매 임대에 중점을두고 상업 임대의 특별한 어휘와 CA의 상업용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논의합니다. 임대 계약 위반, 협상 옵션, 공간 이용 및 기타 COVID-19 

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변호사가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새로운 HCAO 최소 기준 라이브 웨비나 – 2020 년 8 월 26 일 오전 10:00  

건강 관리 책임 법령 (HCAO)은 대부분의시 계약자 및 세입자 (SF 국제 공항 및 SF 

항구에있는 사람들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HCAO는 고용주가 보장되는 직원에게 규정을 

준수하는 건강 플랜을 제공하고, 공중 보건부가 사용하기 위해시에 지불하거나 제한된 

상황에서 보장되는 직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21/1/1부터 새로운 HCAO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새로운 HCAO 최소 기준에 대한 라이브 웨비나를 위해 노동 기준 집행 국 

(OLSE) 및 공중 보건부 (DPH)에 가입하십시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온라인 비즈니스를위한 법적 필수 사항-2020 년 8 월 27 일 오후 1시  

COVID-19 전염병 및 회복 기간 동안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존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웨비나는 (1) 웹 사이트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포함하여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필수적인 법적 보호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사용 여부와시기, 

포함해야 할 내용, 의미를 포함합니다. (2) 비즈니스 웹 사이트에 텍스트 및 사진 콘텐츠를 

추가 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 (3) 웹 사이트 댓글 섹션 및 직원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와 비즈니스 및 법률의 교차점.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지속적인 자원 : 

개인 보호 장비받으십시오 PPE 지역 공급자로부터를.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법무 장관실은 

또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여기했습니다.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orders.asp.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보건 주문하기 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FAQ.asp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3767045992452258320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crceCtrD8uH9Pqo7YoGE-M15q1W8HhUcnE
https://www.startsmallthinkbig.org/workshops-classes/2020/8/20/considering-commercial-lease-agreements-covid-19-and-beyond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3555598911423349261
https://www.startsmallthinkbig.org/workshops-classes/2020/8/27/legal-essentials-of-doing-business-online
https://sf.gov/information/shops-sell-personal-protective-equipment
https://www.sba.gov/document/report--sba-programs-scams-fraud-alerts
https://oag.ca.gov/consumers/COVID-19#scams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orders.asp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FAQ.asp


:COVID-1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에 관한 모든 시장 선거 선언 

https://sfmayor.org/mayoral-declarations-코 비드 -19 관련. 
 

자세한 정보는 311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문자를 COVID19SF888-777로 보내십시오. 
 

려면 최신 정보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를 얻으에서 e- 뉴스에 가입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하세요. 
 

연대, 

중소기업 사무실 

https://sfmayor.org/mayoral-declarations-regarding-covid-19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