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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LY 10 , 2020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주말에 가기 전에 아래는 새로운 공지 및 업데이트 입니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
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업데이트 다시 열기
그랜트 콜 팩스 (Grant Colfax) 시장과 런던 N. 브리드 (London N. Breed) 시장 및 건강 담당 이사는 오늘 7 월 13 일
샌프란시스코 동물원과 정원에서 승인 된 안전 계획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 쇼핑객은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여 재개 할 수 있으며, 보트와 낚시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정대에는 최대 12 명과 함께 이러한 활
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있습니다. 동물원, 쓰레기 및 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요약 한
보건 지침 은 7 월 13 일 월요일까지 여기 에 게시 됩니다 .   
 
이전에 6 월 29 일 또는 7 월 13 일에 다시 열 예정인 나머지 활동 및 비즈니스는 일시 중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기
에는 실내 식사, 음식이없는 야외 바, 실내 박물관 및 수족관, 야외 수영장 및 약속에 의한 부동산 오픈 하우스가
포함됩니다. 이발, 마사지, 문신 및 바디 피어싱,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와 같은 개인 서비스는 재개업을 고려하는
다음 비즈니스 그룹이지만 고객과 공급자가 항상 가려 질 수있는 서비스 만 될 것입니다. 현재 허용 된 비즈니스
및 활동은 현재 계속 운영 될 수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로 현재 COVID-19 전송의 경우, 입원의 증가를 경험하고 , 시는 때까지 실질적으로 재개에 일시 정지
를 계속 주요 건강 지표는 개선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은 다시 한 번에서 기세된다. 현재의 속도로 확산이 계속된다
면, 우리시의 병원은 사건으로 압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 할 수 있습니다. 시는 San Franciscans가 집을 떠날
때 모이는 것을 피하고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COVID-19 시험을 받도록 계속 권장 합니다. 재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f.gov/reopening을 방문하십시오 .
 
2020 년 8 월 1 일 5 일까지 상업 퇴거 모라토리엄
오늘 , 시장 런던 서명 된 품종 행정 명령 을 통해 추가로 30 일 동안 상업 퇴거 유예를 연장하기를 8월 15일 , 2020로
돌아 가기 월 17 일 , 시장은 품종 첫번째 발표 상업 퇴거 유예 것을 방지 어떤 중소기업에서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수입 손실 또는 기타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수입 손실로 인해 퇴거 당함. 귀사의 비즈니스가 퇴거 모라토리
엄에 적합한 지 여부와 지침 및 FAQ를 보려면 여기 를 확인하십시오 .       
 
SFMTA 소기업 지원 설문 조사
COVID-19 전염병이 운송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위기의 영향은 대피소 명령의 끝을 훨씬 넘어서 느껴질 것이다.
SFMTA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운송 시스템이 강력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도록하기 위
해 귀하 및 다른 지역 비즈니스와 협력 할 긴급한 책임이 있습니다. 잠시 SFMTA Small Business Outreach Survey를
작성하십시오 .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임금 지불에 대한 국세청 지침
이번 주 초 재무부와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은 통지 2020-54 에 고용주에게 양식 W의 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 된 유자격 병가 및 가족 휴가 임금 금액을보고해야하는 고
용주 에게 지침을 제공 했습니다. -2. 이 금액은 양식 W-2, Box 14 또는 양식 W-2와 함께 제공된 명세서에보고해야
합니다. 이 지침 은 또한 고용주에게 직원을위한 양식 W-2 지침에 사용할 선택적 언어를 제공합니다. 통지서에 고
용주가 W-2 양식에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임금 금액은 직원이기도 한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 자격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병가 및 가족 휴가 등가 크레딧의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 감면에 대한 추가 정보는 IRS.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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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신데렐라 베이커리 & 카페
2017 년 8 월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추가됨
 
신데렐라 베이커리 & 카페는 만족 된 동화 이름을 가진 정통 러시아어 빵집입니다 piroshki의 436 발보아 거리에
리치몬드 지구에 위치한 1953 년 이후 갈망을, 신데렐라 7:00에서 매일 열려 7시에 오전 오후 야외 식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태양이 나왔어요!  
 
러시아의 맛을 간절히 원한다면 신데렐라 베이커리 & 카페 (Cinderella Bakery & Café)에서 정직하고 가정적인 선
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빵과 과자에서 pirogi 와 만두에 이르기까지 신데렐라의 전통적인 러시아 특선 요리는 맛
있고 풍미있는 맛과 섬세한 파이를 결합합니다. 러시아 요리를 맛본 적이 없다면 맛있는 놀라움을 느끼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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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지불 기본 사항 : 비즈니스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지불하는 방법 – 2020 년 7 월 16 일 목요일 오전 1 시 00 분
이 강의에서는 소기업 소유자가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 지불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숫자, 소유자 지불 일
정의 주요 구성 요소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일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니다 .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합법적 점심 및 학습 – 2020 년 7 월 17 일 금요일 12:00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San Francisco Bay Area) 커뮤니티 소기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COVID-19 전염병과 경제 불황의 어려운시기에 점심 식사를하고 금요일 정오 금요일에 줌을
통해 Ren 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에 가입 하여 비공식 드롭 인 그룹 토론을 통해 법률 전략 및 위험 관리
계획을 개발 또는 수정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참가자의 관심사에 따라 토론 주제에는 다음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선택
자금 거래 법적 문제
모든 종류의 사업 계약
아이디어, 브랜드 및 디자인 – 지적 재산 보호
안전하게 고용 – 기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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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임대
규정 준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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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리면 경제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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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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