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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 월 1 일 9 일
 
 
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 런던 N. 브리드 시장은 6 월 16 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가 Juneteenth을 기념, 시는
더 생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등 한 경제적 기회와 사회를 우리 모두를 위해 . 아래 공지 사항 및 업데이트를
귀하와 공유하게되어 기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아프리카 계 미국인 중소 기업 회전 대출 기금
London Breed 시장은 오늘 샌프란시스코 대기업 상공 회의소 및 메인 스트리트 런치 (Main Street Launch)와 파트
너십을 맺고 전염병의 영향을 많이받은 흑인 소유 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새로운 대출 기금을 설립하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 소기업 회전 대출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 이 펀드는 블랙 소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0 % 이자율로 최대
$ 50,000의 대출을 신속하게 배치 할 것입니다. 대출에는 융통성있는 상환 조건, 대출 용서 옵션 및 기술 지원이있
어 접근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자격 및 신청 세부 사항은 곧 나올 것입니다. 기업은 또한
oewd.org/covid19/business 에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의 흑인 기업 디렉토리
London Breed 시장의 지도력과 지원으로 OEWD (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는 블랙 비즈니
스 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디렉토리 를 만들었습니다 . 모든 지역 사회에 공평한 경제 기회 를 제공하
고 샌프란시스코의 흑인 소유 기업에 대한 경제 성과를 더 잘 이해하고 개선 하기위한 OEWD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디렉토리는 지역 사회를 강조하고 샌프란 시스코 국민이이를 지원하기 위해 달러를 사용할 수있는
도구가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사업.
 
현재이 목록은 액세스 가능한 상점 위치에서 일반 대중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흑인 소유의 비즈니스에
중점을두고 있으며 더 많은 비즈니스와 산업으로 확대 될 것입니다. 추가 또는 수정을 요청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
하십시오 .
 
위원 라라 I ssues 주문 R 에 esul�ng 일 경화제 프렘 윰 S의 캘리포니아 avings B는 usinesses A는 COVID-19 ffected
C 보험 감독관 노리카의 alifornia 부서 오 라라는 발행 순서 COVID-19 대유행에 응답 dop�ng 노동자 보상 규정을.
새로운 규정은 손실의 위험을 감소 반영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에 대한 재 계산 프리미엄 요금이 보험 회사를 의무
화 할 기업이 재정적으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절감 될 것이다. 이 규정은 또한 직원이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수행
하지 않는 동안 병가 또는 가족 휴가를 포함하여 직원에게 지불 한 금액 을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 합니다. 이 변경
은 평가 된 급여의 양을 줄임으로써 고용주의 비율을 낮추고, 고용주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고있는 유급 근로자
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기 여기에 보도 자료를 .
 
샌프란시스코 Small Business Week (SFSBW) 2020 년 6 월 22 일 – 6 월 26 일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소기업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영감을주고 교육하며 연결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교육 및 네

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소기업 주간 을 기념 합니다. 올해는 16 
일 
연간 SFSBW는 COVID-19에 따른 의미있는 지원 및

역량 강화를위한 중소기업의 호출에 응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으로 SFSBW는 가상 이동 , 그것은
것입니다 직접에, 항상 같은 의미 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사고 지도자 및 전문가와 함
께 소기업 주제를 다루고 도시를 활기차게하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 할 것입니다. 이벤
트 라인업을보고 지금 등록하십시오 . 소기업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유익한 프로그램과 웨비나를 함
께 모으는 모든 조직 파트너와 함께 SF 상공 회의소에 특별 소리를냅니다 .
 
웹 세미나 :
2020 년 6 월 23 일 화요일 오전 11시, 흑인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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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ood Credit Union 과 파트너십을 맺고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상인 협회 (SFCDMA) 협의회는 2020 년 샌프란
시스코 중소 기업 주간 동안 흑인 기업을 선보일 예정 입니다. 에 가입 논의 성공, 도전과 샌프란시스코 블랙 소유
기업의 미래를. 줌 패널 토론은 Vas Kiniris의 SFCDMA 비즈니스 개발 이사 , 샌프란시스코 Legacy Business Two Jack
's Nik 's Place의 소유자 인 Nikki Cooper가 진행 합니다. 여기에 등록 하십시오 .
 
성공 웨비나 피봇 – 2020 년 6 월 26 일 금요일 12:00
가입 SFCDMA 과 자신 에 파트너를 크루즈 로 그들은 A - 성공 현재 피벗 확대 w 의 일환으로 ebinar, 샌프란시스코
작은 비즈니스 위크 (Business Week) 2020 년 의 가되어 얼마나 자신의 통찰력과 경험과 하이라이트를 공유하는 5
샌프란시스코 작은 비즈니스 리더의 패널 COVID-19의 과제는 성공으로 멈췄습니다. 웹 세미나 는 40 분 의 원탁
회의로 구성되며 , Vas Kiniris의 SFCDMA 비즈니스 개발 이사 , 20 분 의 Q & A 세션이 진행됩니다. 통찰력 있고 교육
적인 웨비나에 지금 등록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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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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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에서
 
소기업 직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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