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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1 일 8 일
 
독자 여러분,
 
우리는 당신이 멋진 머물 수있었습니다 희망 에 지난 몇 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COVID-19로부터 우리 자신과
지역 사회를 계속 보호해야합니다. 집안이 너무 덥다고 느껴지면 집에없는 사람들로부터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
지하면서 서늘한 온도를 찾으십시오. 외출 할 때 마스크 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P의 임대 새로운 내용은 아래 참조 공고 나 업데이트.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
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비즈니스 등록 갱신 – 온라인 링크 사용 가능
샌프란시스코 사업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7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합니다. COVID-19
위기로 인해 2021 년 사업자 등록 마감일 은 2021 년 3 월 1 일로 연기 됩니다. 2019-2020 년에 발급 된 사업자 등록
증명서는 2021 년 3 월 1 일까지 유효합니다 . 지금 등록 수수료를 지불 할 수있는 모든 사업은 그렇게하도록 권장
하고 온라인 갱신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8) 자의 온라인 PIN이없는 경우 여기에서 PIN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 처리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3 ~ 5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PIN없이 온
라인으로 갱신 할.  
 
COVID-19 대유행 비상 조례로 인한 해고 후 일시적인 재취업 권리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실은 현재 게시 된이 웹 페이지를 고용주의 의무를 개설 요구, 통지 형태 및 FAQ보고 에 대
한 COVID-19 유행성 긴급 조례에 해고 때문에 따라 재취업에 임시 오른쪽 (이하 "직장으로 돌아 가기"조례라고도
) . T 그가 조례 100 명 이상의 직원과 고용주가 필요하며 COVID-19 유행성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발급 장소 주문 가
정 및 대피소에서 관련 숙박의 결과로 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제공 재취업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동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류를 위해 재 채용 할 때. 적격 직원은 2019 년에 샌프란시스코에있는 작업장에서 최소 90 일 동안 근무
했으며 2020 년 2 월 25 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사태로 인해 해고 된 사람들입니다 . 조례는 2020 년 7 월 3 일부터 시
행되었습니다. 2020 년 9 월 2 일까지 유효합니다. 2020 년 8 월 20 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감독위원회, 정부 감사 및
감독위원회에서 비상 조례 의 61 일 연장이 추가로 발표 됩니다.  
 
DBI 업데이트 : 디지털 및 대면 허가 프로세스 변경
8 월 17 일 월요일부터 건물 검사부 (DBI)와 허가 센터는 디지털 허가 제출 프로세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허가 유형을 새로운 100 %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개발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허가로 일시적으로 제
한합니다. , 이미 제출 된 디지털 사내 검토 허가에 대한 추가 사항 및 수정 사항 . 디지털 시스템을 개선하고 워크
플로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DBI의 허가 추적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DBI 는 종이 신청서에 대해 제한된 대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디지털 허가 신청서를 계속 처리 할 것입니다. 이
미 온라인으로 제출 된 것입니다.  여기 읽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들이 허가의 특정 유형을 처리 .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개발 이사 직위 가능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OEWD가) -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 이사) 영구 면제 9775 시니어 사회 개
발 전문가 II에 대한 공개 모집이 가능한 위치를 라이브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0 년 8 월 25 일 화요일 오
후 5시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SBA 경고 –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
미국 중소기업청 (SBA) 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여 연방 지원을 원하는 대출 신청자에게
사이버 경고 경보 를 보내고 있습니다. 악의적 인 행위자가 사기 목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 (PII)를 수집하기 위해
SBA 및 재해 지원 사무소를 사칭하는 이메일 피싱 캠페인이 나타났습니다. SBA는 특히 SBA의 경제적 상해 재해 대
출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타사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계정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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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청하는 사기 이메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기 및 사기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h�ps://www.sba.gov/COVIDfraudalert 를 방문 하십시오 .
 
정전 가능성
주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여 더위를 이기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회전 정전이 가능
합니다 . 매일 오후 3시에서 10 시까 지 수요일까지 자발적인 전기 절약 을 요청하는 주 전역의 Flex Alert가 있습니
다 . 업데이트는 sf72.org를 방문하십시오 .
 
또한 다가오는 산불 시즌 동안 계획된 PG & E 정전은 샌프란시스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에는 전기가
없고 작동 할 수없는 교통 신호 및 대중 교통 시스템이없는 가정, 기업 및 공공 장소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
되지 않습니다. PG & E의 공공 안전 전원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repareforpowerdown.com을
방문하십시오 .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전 대비 정보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새로운 보조금 : LISC-Lowe의 이웃 사업 보조금
Lowe 's의 자금 지원으로 LISC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 15 개 지역의 소규모 기업에 새로운
Neighborhood Business Grant를 제공 할 수있었습니다 . 신청은 현재 열려 있으며 2020 년 8 월 23 일 일요일 오후
11:59 (동부 표준시)에 마감됩니다. 보조금은 $ 5,000에서 $ 20,000 범위의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임대료, 유틸리티,
급여, 공급 업체에 대한 미결제 부채 및 기타 즉각적인 운영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를 검
토하고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창의성 탐구
Crea�vity Explored 는 발달 장애가있는 예술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커뮤니티와 공유 할 수있는 수단을 제
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을 축하합니다. 2018 년에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추가 된 Crea�vity
Explored에는 두 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Potrero Hill의 1 Arkansas Street에 있고 다른 하나에는 갤러리
가있는 3245 16th Street in the Mission에 있습니다. 지난 37 년 동안 Crea�vity Explored는 샌프란시스코에 예술과
접근성의 오아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창의력 탐구 된 예술가는 작업 공간과 용품, 전문적인 교육, 자신의 작품을 전시 할 기회, 박물관, 스튜디오 및 갤
러리로의 현장 학습을 통해 커뮤니티와 교류 할 수있는 수단을받습니다. 스튜디오 아티스트도 수입을 올리며 각
예술 판매 수익금의 50 %를받습니다. 2020 년 3 월부터 Crea�vity Explored는 가상 미술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계속하고, 예술가의 집에 물품을 전달하고, 온라인 워크숍과 전시회를 주최하기도합니다.
 
아직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Crea�vity Explored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Crea�vity Explored 아티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 온라인 이벤트에 참석 하고, 독창적 인 예술품을 구입 하거나 , 기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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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탐구 아티스트 Allura Fong 은 집에서 자신의 작품을 작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Shelter-In-Place 주문 중에 기존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행사 및 거래를 강조합
니다. Legacy Businesses는 30 년 이상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하는 오랜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재 역할을합니다. 여기 에
서 기존 비즈니스의 전체 목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웨비나 :
COVID-19에 따른 SF 노동법 – 2020 년 8 월 19 일 오전 10시  
대중의 요구에 따라 SF 노동 기준 집행 및 법률 구조 사무소는 최근 채택 된 공중 보건 비상 휴가 조례 및 직원 보호
조례와 같은 최근 채택 된 비상 조례를 포함하는 COVID-19에 따른 SF 노동법 웨비나의 두 번째 세션을 추가했습니
다. 웹 세미나에서는 주 및 연방 휴가 프로그램도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곤경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임대 협상 – 2020 년 8 월 19 일 오후 6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주하기 전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과 협상 할 수 있고 반드시 협상
해야하는 상업적 임대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웨비나는 세입자로서의 귀하의 권리, 재정적 어려움 기간 동
안 도움이 될 수있는 작은 글씨, 임대 조건 및 상업용 부동산 법률을 이해하고, 부실한 집주인을 처리하고, 경제적
침체 기간 동안 임대를 갱신, 수정 또는 수정하는 것을 다룹니다 -주기.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상업용 임대 계약 고려 : COVID-19 및 그 이후 – 2020 년 8 월 20 일 오후 1시  
이 웨비나는 사무실 임대 및 소매 임대에 중점을두고 상업 임대의 특별한 어휘와 CA의 상업 세입자의 권리에 대
해 논의합니다. 임대 계약 위반, 협상 옵션, 공간 접근 및 COVID-19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가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DBI 및 허가 센터 : 고객 업데이트 및 Q & A 세션 – 2020 년 8 월 21 일 금요일 오전 11:00
건물 검사의 부서와 허가 센터는 허가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 이벤트 개최 계속하고 있는
제안 에드 와 전자 계획 검토 프로세스를. 가입 을 한 시간 가상 고객의 업데이트와 패트릭과 Q & A O'RIORDAN ,
DBI 임시 이사, 멜리사 화이트 하우스, 도시 관리 사무소의 허가 센터 소장과 리처드 브라운, 보조 화재 마샬. 여기
에서이 가상 이벤트에 참석하려면 등록 하십시오 .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Q & A 세션을지나 볼 여기 .     
 
새로운 보조금 : 흑인 소유 기업을위한 Facebook 소규모 기업 보조금 – 2020 년 8 월 24 일 월요일 오전 10시
Facebook은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에 1 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흑인 소유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한 현금 및 광고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 자격, 지원서 개요 및 도움을 요청할 수있는 사람에 대해 자세
히 알아 보려면 2020 년 8 월 24 일 월요일 오전 10시 (태평양 표준시)에 예정된 웨비나 에 등록하십시오 . 
 
SBA 재난 융자 및 비 재해 프로그램 개요 – 수요일 및 목요일
SBA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무소는 8 월 한 달 동안 웹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는 SBA 재난 대출 프
로그램 및 비 재해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비즈니스에 도움이되는 여러 리
소스에 대해 알아볼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PT)
목요일 오전 11시 (PT)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
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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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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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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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
 
자세한 정보는 311 번으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COVID19SF 문자
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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