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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 월 9 일
독자 여러분,
아래는 오늘의 업데이트 입니다. 당신이 놓친 경우 의 우리의 이전 뉴스 레터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 ps://sfosb.org/ebulle ns을 .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fosb@sfgov.org 로 문의하십시오 . 또한하시기 바랍니
다 확인 oewd.org/covid19 새로운 정보 .
발표 :
소기업위원회 (Small Business Commission) 의 성명 샌프란시스코 소기업 위원회 (San Francisco Small Business
Commission)는 미국 전역의 시위대와 인종 차별과 불의를 종식하려는 세계의 시위자들에 대한 강력한지지와 연
대를 표명하고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믿으며 피부색은 그렇게하는 데 방해가되지 않
아야합니다.
소기업 소유자로서 우리는 시위대가 추구하는 주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되는 겸손한 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
다. 우리는위원회로서이 권한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위대의 노력을 인정하여 우리는이 약속
을 반영하고위원회를지도하는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명을 개정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공평과 정의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이 순간을 사용해온 Breed 시장과 이사회의 노력
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동맹국이며 샌프란시스코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주말 미션 고등학교에서 시위를 조직 한 10 대 주최측에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쁨, 희망, 영감을 주 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도력에 겸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위 도중 자체 사업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전역의 소기업 소유자가 시위대와의 성대 지원과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이 커뮤니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소기업이 전시하는 친절과 리더십에 감사합
니다.
시장 보충 선언 # 17
지난 주, 시장 런던 품종 선언 개발 의 epartment을 P ublic H 보건 서비스 행정학, 매스 (DPH) 합니다 $ 500까지의
보조금을 만들 수있는 프로그램 설정 이 개인 활성 의료 보상 계정 (MRA)을 기준으로 적어도 $ 100 나머지 균형을
2020 년 6 월 2 일. MRA는 개인이나 그 가족이 COVID-19 관련 비용으로 보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날짜 는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웹 사이트를 확인 하십시오 . 이전 시장
또는 집행관위원회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지역 응급 동안 계속된다.
재택 주문에 대한 자세한 지침
공중 보건학과 및 도시 변호사 사무실 거라고 제공 스테이 홈 주문에 대한 지침을 etailed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AQ). 자주 묻는 질문, 업데이트 어제, 개 산책 기업과 작은 피트니스 스튜디오에 새로운 지침을 제공한다.
개 워커는 허용됩니까?
예, 개 보행기는 허용되며 2020 년 6 월 8 일 현재 한 번에 한 개 (또는 같은 세대에 사는 여러 개) 만 걸을 수 있다는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업용 개 워커에 대한 해당 허가 요구 사항에 따라 개 워
커는 여러 개를 걸을 수 있지만 개는 가죽 끈으로 걸어야하며 CDC 권장 사항에 따라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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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개 보호자가 COVID-19로 진단되었거나 지난 14 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 밀접
하게 접촉 한 경우, 개 워커는 해당 개인의 개를 다른 가구의 개가있는 그룹에서 걸을 수 없으므로 사용해야합니
다. 전송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한 추가 예방 조치.
1 : 1 개인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소규모 피트니스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시설을 다시 열 수 있습니까?
아니요. 1 : 1 상담을 제공하는 개인 교육 및 / 또는 근력 교육 시설 은 현재 개설 할 수 없습니다. 교육 세션에는 장
기간의 개인 간 상호 작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운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기 중 입자를 더 강력하게 배출하여 일
반적인 사회적 거리 측정이 전파를 막기에 덜 적합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높습니다. 고객을 위해 비디오 세션을
스트리밍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1) 촬영이 진행중인 실내 시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2) 승무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 (최대 10 명)으로 제한해야하며 (3) 모든 사회적 거리, 위생 및 얼굴
취재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6 월 15 일에 야외 피트니스 강좌 (개인 맞춤형
개인 훈련 포함)가 재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SF.gov 웹 사이트 또는 City A orney 웹 사이트 에서 최신 FAQ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F Rec & Park Survey Boot Camp 및 요가 야외 공간 문의 양식
샌프란시스코시는 6 월 15 일부터 아웃 도어 부트 캠프 및 요가 수업 운영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질서 및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 활동이 허용됩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한 불확실성과 클
래스의 크기가있다.
샌프란시스코 파크 레크레이션 및 공원 부서는 이러한 활동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승인 된 야외 건
강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지정된 공간과 수업 제공 권한을 갖도록 운영 허가가 필요합니다.
곧 건강 위해 지침 등이 발표됨에 따라, 그들은 적용하고 비용을하는 방법에 관심이 된 것을 통지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학습에 관심이 있다면 , 밖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온라인 문의 양식
h ps://fs12.formsite.com/sfrpsurvey/bootyoga/index.html을 .
여성용 - O WN 에드 중소기업 미니 부여
Women 's Mini-Grant 프로그램 은 6 월 15 일 오후 5시에 문을 닫아 1 주일 동안 다시 신청을 접수 했습니다 . 첫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었던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
니다 . 모든 적격 지원자 추첨이 진행되며 이후 추가 지원 문서가 수집됩니다. 신청자는 6 월 30 일까지 어워드 발
표를들을 수 있습니다.
봉급 보호 프로그램 - 2020년 6월 30일 전에 적용
가 PPP 신청에 관심이있는 사람들을 위해, 신청 마감 6 월 30 일이며, 2020 년 F의 unding은 현재 계속 사용할 수 있
습니다. SBA는 주정부가 PPP에 참여한 대출 기관 목록을 공유했습니다 . 은행에 PPP 신청을 수락 하고 있는지 확
인 하거나 Small Business Majority의 PPP 대출자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
공유 공간 프로그램 – 신청 가능
이전 발표 에서 공유 한 것처럼 , 런던 N. 브리드 시장 은 6 월 12 일 금요일에 야외 식당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유 공간 프로그램 신청서는 이제 h ps://sf.gov/use-sidewalk-or-parking-lane-your-business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Green Apple Books
1967 년에 설립되어 2016 년 10 월 레거시 비즈니스 등록 소에 추가 된 Green Apple Books는 샌프란시스코에 깊이
th

투자하고 있습니다. 506 Clement Street와 1231 9 Avenue 에 위치한 Green Apple은 지역에 진정으로 투자 한 노조
직원, 관리자 및 상점 소유자와의 로컬 소유의 독립 비즈니스입니다. 이 매장에는 신규 및 중고 도서, 그래픽 소설,
공상 과학 소설, 미스터리, 아동 도서, 요리 책, 음악, 영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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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찾고 있나요? Green Apple Books에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 하거나 415-387-2272로 매장에
전화 하면 선반을 확인합니다. 가두 픽업은 매일 오전 10시 ~ 오후 6 시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6 월 15 일에 매장
일

쇼핑의 시작 . 자세한 내용 은 greenapplebooks.com 에서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를 확인 하십시오. 기프트 카드
를 구입 하거나 상점을 열어두고 책이 계속 흐르도록 기부 할 수도 있습니다 . Green Apple은 여러분의 지원에 영
광이며 감사합니다.

Osaki Crea ve Group이 디자인 한 광고 . “당신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대피소 주문시 레거시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및 거래를 강조합니다. 레거시 사
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0 년 이상 운영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한 오랜 지역 사회 봉사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에서 레거시 비즈니스의 전체 목
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웹 세미나 :
5 군 소기업 커뮤니티 회의 – 2020 년 6 월 11 일 오후 1시 30 분
경제 Oﬃce 및 인력 개발과 함께 지구 5 감독자, 딘 프레스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OEWD) 및 중소기업의 사무
실 (OSB) 샌프란시스코 복원력 기금과 SF의 고난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배울 수있는 작은 비즈니스 커뮤니티
회의 대표 ( SF 도움말). OSB는 PPE 및 Small Business Commission에 대한 업데이트 도 제공합니다. 등록 시간은 감
수해야 이벤트에 대한 .
빠른 응답 해고 지원 웹 세미나 – 화요일 및 목요일
업무 중단, 정리 해고 또는 후유를 고려하는 사업자이거나 COVID-19에 의해 직무에 영향을받은 직원 인 경우,
OEWD ( Oﬃ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가상 정보 세션을 제공합니다. 당신
과 당신의 직원. 에 대해 알아 U nemployment 내가 nsurance, 시간 보건 서비스 행정학, 매스의 ㄱ eneﬁts, 지역 작
업 센터 자원과 더. EDD, Covered CA 등 의 게스트 피크 는 웨비나 동안 라이브로 질문에 답변 할 수 있습니다 .
R egister 오늘 의 h ps:// nyurl.com/business-employeesupport .
2020 년 6 월 12 일 금요일 오후 1시 전화 및 소기업 자원에 대한 Tele Town Hall
캘리포니아 보험 책임자 Ricardo Lara, Kevin Kiley (AD-06) 의원과 Small Business Majority가 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가상 시청을 주최 대유행 중 소기업 소유자. 많은 사업체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있는 캘리포
니아 보험 국은 보험 적용 문제에 관해 소기업 소유자에게 알리고 자합니다.
RSVP를 통해 Asm 과 함께 crb@insurance.ca.gov에 질문을 제출하십시오 . 제목 줄에 Kevin Kiley Tele Town Hall이
있습니다. 6 월 1 일 수요일 오전 10 시까 지 미리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
오.
지속적인 자원 :
CNBC 는 실업 급여에 대한 세금 납부에 관한 기사 를 발표 했습니다 . 이는 PUA 또는 UI를받는 비즈니스 소유자 및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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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문화 서비스 센터 는 차이나 타운 인근에 오픈 레스토랑 목록을 정리 했습니다 . 지역 비즈니스를 계속 지원
하십시오.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은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다시 한 번,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체계에 대해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있
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명령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비
즈니스 운영을위한 건강 지침은 h 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 ve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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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경보 서비스 ( COVID19SF to 888-777)에 가입
하십시오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 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를 신청 하십시오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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