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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7 일
독자 여러분,
8 월 첫째 주를 마무리하면서 아래에서 새로운 공지 사항과 업데이트 를 확인하십시오 .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
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점
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보안되지 않은 세금 청구서 오류
에 저명한 SF 감독관의 웹 사이트 , s의 법안 번호 인 경우 오메 잘못된 무담보 개인 재산 요금이 취소됩니다 8월
2020 청구서에서 발행 된 사이에 2020500001 및 2020508934 또는 2020520001 및 2020521229. 이미이 법안을 지불 한
경우 환불 해드립니다, 3 개월 이내에 재무 및 세무서에서 귀하에게 발행됩니다. 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청구서를 무시하고 지불하지 마십시오.
청구 및 환불에 대한 질문은 (415) 701-2311 번으로 재무 및 세무사 재산세 부서 에 문의하십시오 . 이 평가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askbpp@sfgov.org 또는 (415) 554-5531로 San Francisco Assessor-Recorder 's Oﬃce에 문의하십시
오.
필수 작업자 라이드 홈 프로그램 – 확장!
이전에 공유 T, 뉴스 레터에 자신이 필수 노동자 라이드 홈 프로그램은 이제 된 확장 하루 중 언제든지 집으로 통근
필수 노동자 (이전 오후 9시 사이에 놀이기구로 제한 - 8시 30 분 오전 ). Essen al Worker Ride Home 은 샌프란시스
코로 출퇴근하는 필수 직원을 위해 직장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택시를 타고 집에서 쉬는 동안 대중 교통 서비스
가 줄어듦에 따라 그 차이를 메울 수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 전체 자격 요건과 적용 에 SF 환경의 프로그램 페이지
.
그레이트 플레이트 제공 – 식사 프로그램 확장
Great Plates Delivered SF는 COVID-19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노인들에게 하루에 세 가지 식당 준비 식사를 제공하
는 임시 음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2020 년 9 월 9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참여에 관심이있
는 레스토랑은 RFQ (Request for Qualiﬁca ons)를 제출해야합니다 . 프로그램 가입에 관심이있는 샌프란시스코 지
역 사회의 노인은 415-355-6700으로 장애 및 노화 서비스국 (DAS)에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유행성 실업 지원 응용 프로그램 도움말
COVID-19에서 SF에 직면하여 소득 손실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입니까? Legal Aid at Work는 자영업자가 EDD를 통해
유행성 실업 지원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클리닉을 제공합니다. 카운슬러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일대일 지원을 제공하여 PUA를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 EDD의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 안내합니다. 가입하려면 (415) 484-8372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PPP 대출 용서 FAQ
이번 주 초, t 그는 중소기업청 (SBA)에서와 협의 미국 재무부, 공유 자주 묻는 질문 (FAQ) 지불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용서합니다. PPP가 종료되면 대출 프로그램 승인 을 받은 기업은이 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일이에 대
출 및 대출 의존 할 수 있다 지침 에 주소를 당신의 용서에 대한 질문 가 PPP 대출을.
자금 조달 자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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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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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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상해 재해 대출 (EIDL)

부양 패키지의 승인을받은 중소기업청 (SBA)은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출 지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IDL Advance Funding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SBA는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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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세미나 :
위기 계획의 비즈니스 단계 – 2020 년 8 월 10 일 월요일 오전 10시
비즈니스의 51 %는 비즈니스 생존에 크게 의존 할 수있는 재해 플레이 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웨비나는 잠재적
인 재난 기금을 적절하게 다루고 COVID-19의 예기치 않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업을 다시 시
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정보와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모든 기업가를위한 예방 사업법 – 2020 년 8 월 10 일 월요일 오후 6시
비즈니스 법률에 대한 간결하고 혁신적인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
면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이 워크샵에서는 비즈니스 계약, 지적 재
산권 보호, 자금 계약, 고객 계약, 직원 및 독립 계약자 계약, 공급 업체 계약, 상업용 임대 및 법인 선택에 대한 자
조 방법 및 리소스를 소개합니다. 또한 신중하게 조사하고 거래 할 적절한 당사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숙련 된 비즈니스 변호사가 가르치지 만이 수업은 법적 조언 이 아닙니다. 레지스의에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t의
어.
소규모 비즈니스 자원에 대한 SBDC (웹 세미나 및 Q & A) – 2020 년 8 월 11 일 화요일 오후 1시
이 웨비나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웨비나에는 다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 통계와 함께 EIDL 및 PPP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간단한 토론과 팁 : 예기치 않은 사업 계획 : Covid-19
SBA 포용 및 실업 혜택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위기의 영향을받는 사람들의 의료 및 가족 휴가 개요
캘리포니아 iBank 정보, 대체 대출 기관
보조금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최신 정보
여기에 등록하십시오 .
비즈니스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 – 2020 년 8 월 11 일 화요일 오후 7시
비즈니스 구축 및 성장에 소셜 미디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가 논의됩니
다.
링크드 인
페이스 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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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 타 그램
각 도구의 장단점과 사용이 적절한 경우.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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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명령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
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h 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 ves.asp 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 ons-regardin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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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