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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4 일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지 및 업데이트 로 8 월 한 달에 시작 합니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수수료 연기 연장
London N. Breed 시장과 재무 부장 José Cisneros는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2021 년 3 월 1 일까지 사업체 등록비와 통
합 라이센스 비용을 제출하고 납부하는 기한을 연장 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수수료의 연기 
B의 usinesses N 흐름이 파일에 추가로 5 개월이 있고 사업자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2020 년 4 월 브리드
시장과 재무부 시스 네 로스는 2020 년 5 월 31 일 대신 2020 년 9 월 30 일로 마감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OVID-19의 상황이 많은 기업들 에게 계속 도전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한을 연장 년 3 월 1, 2021 비즈니스 2019
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 등록 증명서 3 월 1 일, (2021)를 통해 유효합니다 .
 
사업자 라이센스 수수료 연기
돌아 가기 전 N 년 3 월 2020 , 시장의 품종이 더 2020년 9월 30일에 기한을 연장 수수료의 수집을 위해 4 월에 초기
지연을 발표했다 . 시는 추가로 3 월 1 일 2021 년까지 통합 라이센스 비용의 수집을 지연시켜 기업을위한 규제 수
수료 구호를 제공 할 것입니다 , 레스토랑, 식품 업체, 바, 편의점, 많은에 요금을 통합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하지
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 보건부, 오락위원회, 소방서 및 경찰서와 같은 부서의 소규모 소매 업체, 호텔 및
여행사.
 
계획 부서가 이사
샌프란시스코 플래닝은 새로운 허가 센터에서 자매 기관에 합류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허가 센터 에서는 15 개의
도시 기관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건축, 소규모 사업 허가 및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
다. 8 월 13 일 목요일과 8 월 14 일 금요일에는 전화 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있는 직원이 없어도 계획 사무소가 문을
닫습니다. 2020 년 8 월 17 일 월요일부터 새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49 South Van Ness Avenue, Suite 1400 
San Francisco, CA 94103 
전화 : 628-652-7600 

자세한 내용은 h�ps://sfplanning.org/loca�on을 방문 하십시오 .
 
성적 괴롭힘 교육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5 명 이상의 직원이있는 모든 고용주는 1 년의 성희롱 및 학대 행위 예방 교육을 비 관리
직 직원에게 제공하고 2 시간의 성희롱 및 학대 행위 예방 교육을 2 년에 한 번씩 감독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육 마감일은 2021 년 1 월 1 일 입니다. 
 
공정 고용 및 주택 부 (DFEH)는 지금 sa�sf에있는 직장에서 성희롱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온
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의 법률 교육 요구 사항이 고브 코드 12950.1에 따라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을보고 교육 과정에 액세스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DFEH는이 훈련을 2020 년 8 월 30 일까지 다
른 언어로 발표 할 예정입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covid-19
mailto:sfosb@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d-jos%25C3%25A9-cisneros-announce-additional-fee-deferrals-support-business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d-jos%25C3%25A9-cisneros-announce-additional-fee-deferrals-support-business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planning.org/locatio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planning.org/locatio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dfeh.ca.gov/shpt/%23:~:text%3DCalifornia%2520law%2520requires%2520all%2520employers,managers%2520once%2520every%2520two%2520years.#:~:text=California%20law%20requires%20all%20employers,managers%20once%20every%20two%20year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dfeh.ca.gov/shpt/%23:~:text%3DCalifornia%2520law%2520requires%2520all%2520employers,managers%2520once%2520every%2520two%2520years.#:~:text=California%20law%20requires%20all%20employers,managers%20once%20every%20two%20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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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동일한 위치에서 일하지 않거나 모든 직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한 캘리포니아에있는 직원을 훈련시켜야합니다. 더 많은 FAQ 는
h�ps://www.dfeh.ca.gov/shp�aq/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자원 의
SF 아프리카 계 미국인 회전 대출 기금
이전 뉴스 레터에서 발표 된 SF AARLF ( SF African American Revolving Loan Fund) 응용 프로그램은 7 월 21 일부터 8
월 4 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T는 그가 아무 수수료없이 담보 요구 사항에 0 %이자에서 $ 50,000까지의 제안 대출을
AARLF. 지불은 첫 12 개월 동안 연기되며 대출의 최대 20 %가 용서 될 수 있습니다. 대출 프로그램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신청 첫 단계는 여기 에서 대출 문의 양식을 작성하는 것 입니다. AARLF
에 대한 질문은 admin@sfaacc.org로 문의 하십시오 .    
 
월급 보호 프로그램 (PPP) 
가 PPP 신청에 관심이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SBA는 PPP의 대출 신청을 승인 할 마감일 인 8 월 8 일 2020 년 SBA는
공유하고있다 대금업자를 참여의 목록 국가로 PPP에 있습니다. 은행에 PPP 신청을 수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Small Business Majority의 PPP 대출자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있는 경우
NorCal SBDC 는 (833) 275-7232 또는 이메일 : loans@asksbdc.com으로 문의하십시오 .     
 
EIDL (경제 상해 재해 대출)
경기 부양책으로 승인 된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on)는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통해 소기업 및 비
영리 단체를위한 대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IDL Advance Funding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SBA는 자격
을 갖춘 소기업에 대한 EIDL 신청서 를 계속 접수 합니다 . 
 
레드 백팩 펀드

Spanx가 시작한 이니셔티브 인 Red Backpack Fund는 뉴스 레터에서 이전에 공유되어 U의 여성 기업가들에게 각각
5,000 달러 이상의 1,000 보조금을 지급 할 것입니다 . S . 이 위기의 영향을받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완화하
고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합니다. GlobalGivin g 는 현재 2020 년 8 월 10 일 오후 12시 (ET) 까지 자금 신청 을 접수 하
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를 검토하고 h�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 에서 신청 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두 잭의 닉 플레이스
 
샌프란시스코시가 8 월 17 일 전국 흑인 사업의 달로 선언 한 것을 인정한 소기업 사무소는 흑인 소유 및 여성 소유
사업 인 Two Jack 's Nik 's Place와 첫 번째 사업을 강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 년 8 월에 레거시 비즈니
스 등록 소에 공식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01 Haight Street에 위치한 Two Jack 's는 1977 년 이래 최고의 남부 안락 음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소유자 Nikki
Cooper는 신선한 생선 튀김 요리와 맛있는면, 샌드위치 및 디저트를 제공 합니다. Two Jack 's의 2 세대 소유자이자
운영자 인 Nikki는 Lower Haight에서 가족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 년, Nikki는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라이브 재즈를 Lower Haight로 다시 가져 오는 선구자로서 샌프란시스코
이사회에서 명예 증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Nikki는 2019 NAACP 올해의 기업 가상을 수상했습니다.
 
Two Jack 's Nik 's Place에는 두 가지 모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꼭 들러서 식욕과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dfeh.ca.gov/shptfa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aacc.org/aaloan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aacc.org/aaloan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aacc.org/aarlfquestionnair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aacc.org/aarlfquestionnaire
mailto:admin@sfaacc.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0-05/PPP_Lender_List_200514.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venturize.org/resources/payroll-protection-program-lenders
mailto:loans@asksbdc.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globalgiving.org/red-backpack-fund-fa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twojacksniksplace.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twojacksniksplace.com/menu-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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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amco.com/content/uploads/2020/0

 
이 섹션에서는 대피소 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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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비즈니스에 w 주 i 번째 캘리포니아 - 일 수요일, 년 8 월 (5) 에서 2020 년 10 : 0 0 M
작년에 캘리포니아주는 소규모 사업체의 20 억 달러를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100 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습
니다. 주정부 기관은 건축 및 펜싱에서 마케팅 및 해충 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매합니다.
 
주 계약을 처음 접하는 비즈니스 또는 리프레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이 웹 세미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 정부
계약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고 소기업 (SB) 또는 장애인 재향 군인 비즈니스 기업 (DVBE)으로 인증을 받고 캘리포
니아 주에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보고 등록 하려면 여
기 를 클릭하십시오 .
 
연방 정부 계약 소개 – 2020 년 8 월 6 일 목요일 오전 10:30
연방 정부는 세계 최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자입니다. 연방 기관은 매년 5 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합니다. 모든 주요 계약의 23 %가 소기업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
정부 계약에서 SBA의 역할
제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는 방법
SBA의 연방 정부 계약 프로그램
중소 기업 설정
사업 마케팅 및 연방 기회 파악
SBA와 리소스 파트너가 도울 수있는 방법

 
여기에 등록 하십시오 .
 
법률 점심 및 학습 - 금 의를 오후 12시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San Francisco Bay Area) 커뮤니티 소기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COVID-19 전염병과 경제 불황의 어려운시기에 점심 식사를하고 정오 금요일에 줌을 통해 르
네상스 창업 센터에 가입하여 비공식 드롭 인 그룹 토론을 통해 비공식 드롭 인 그룹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참가자의 관심사에 따라 토론 주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선택
자금 거래 법적 문제
모든 종류의 사업 계약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twojacksniksplace.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legacy-business/regist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legacy-business/regist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norcalsbdc.org/events/how-do-business-state-california-dgs-ptac-webina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norcalsbdc.org/events/how-do-business-state-california-dgs-ptac-webina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norcalsbdc.org/events/introduction-federal-government-contracting-sba-webinar-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norcalsbdc.org/events/introduction-federal-government-contracting-sba-webin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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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브랜드 및 디자인 – 지적 재산 보호
안전하게 고용 – 기본 노동법
상업용 임대
규정 준수

 
등록 할 날짜를 클릭 8월 7일 , 8월 14일 , 8월 21일 , 년 8 월 (28)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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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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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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