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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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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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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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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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