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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21 일
독자 여러분,
베이 지역과 캘리포니아 전역의 산불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 하기를 바랍니다 . 바이러스와 열악한 공기질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에 머무르는 것 입니다. 대기 질 수준을 추적하려면 www.airnow.gov를 방
문하십시오. 대기 질 건강 및 안전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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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소기업위원회 회의 에서 5시 30 분 PM
상의 주요 항목 의제 오는 회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위원회 파일 번호 200759. 사업 및 세금 규정 코드-세금 벌금 및이자; 대마초 사업 세 관리. 설명 문서 : 입
법 , 입법 요약
공유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6 개의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애플리케이션 및 결의안 승인.
Annie Hot Dogs, House of Nanking, JHW Locksmith, Legal Assistance to the Elderly, SF Natural Medicine
and the Wok Shop
새로운 사명 선언문 채택
비즈니스 개인 재산세 – 마감일 : 8/31/20
이전에 발표 한 내용에 따르면 비즈니스 개인 재산세 납부 기한은 8 월 31 일 또는 그 이전이며 해당 날짜 이후에는
연체되며 벌금 및이자가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사업체는 매년 카운티 평가원 에게 사업 개인 재산
을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 개인 재산에는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계, 장비, 비품 및 임
대 개선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에 저명한 SF 심사원의 웹 사이트 법안 번호 인 경우, 일부 잘못된 무담보 개인 재산 요금이 취소됩니다 8월 2020
청구서에서 발행 된 사이에 2020500001 및 2020508934 또는 2020520001 및 2020521229. 이미이 법안을 지불 한 경우
환불이 될 것입니다 3 개월 이내에 재무 및 세무서에서 귀하에게 발급합니다. 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청
구서를 무시하고 지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우에 있었다 때문에 COVID-19 위기의 사용자의 보안 또는 무담보 재산세를 지불 할 수없는, 당신은 처벌
면제를위한 온라인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10 % 연체료 및 $ 45 관리 수수료 없이 청구서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 의 결과로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1-20 , 당신이 승인하는 경우 면제 및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없습니
다 당신을위한 차 거주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때문에의 COVID-19 위기, 당신은 월까지해야합니다 2021 년 6 월 6
일에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 ps://s reasurer.org/COVID19property를 방
문 하십시오 .
자금 자원

흑인 소유 기업을위한 Facebook Small Business Grants – 현재 오픈

페이스 북은 미국 흑인 커뮤니티에 1 억 달러 를 투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P의 아트 그들의 전반적인 노력은
한다 만 블랙 소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 4 천만 할당 . 중소 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입니다 지금은 개방 대상 기업 을 통해 태평양 표준시 오후 12시 : 동부 표준시 오후 9시 / 6에서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 보조금은 최대 $ 4,000이며, Facebook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있는 현금 $ 2,500 및 선택적 광고 크레딧 $
1,500로 구성됩니다 .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방문 하고 FAQ를 검토하고 신청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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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 자신의 등록 다가오는 웹 세미나 태평양 표준시 오전 10시 월요일, 년 8 월 (24), 2020 에 도움 연락처로 자격,
응용 프로그램 개요 및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LISC-Lowe의 Neighborhood Business Grant – 2020 년 8 월 23 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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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C Community Capital Grant Opportunity – 2020 년 8 월 24 일까지 연장
이전에 뉴스 레터에서 공유했던 샌프란시스코 와 오클랜드에 소재한 소규모 기업 은 TMC Community Capital을 통
해 보조금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권에 참가하려면 커뮤니티 회원이 TMC Community Capital Facebook 또는
LinkedIn 페이지에서 해시 태그 # TMCSmallBizBigHeart 를 사용하여 비즈니스가 커뮤니티에 중요한 이유에 대해
소규모 비즈니스를 추천해야합니다 . 사업주들은 홍보를 받고 최대 $ 10,000에 대한 추첨 선택에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 월 16 일에 시작되었으며 우승자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추첨됩니다. 보조금 마감일은
2020 년 8 월 24 일 또는 기금이 사용될 때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경제 상해 재해 대출 (EIDL)

부양 패키지에 의해 승인 된 중소기업청 (SBA)은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IDL Advance Funding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SBA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
한 EIDL 신청서 를 계속 수락 합니다 .
SFMTA 업데이트
8 월 22 일 토요일부터 몇 가지 대상 버스 노선이 복원 또는 확장 되고 일부 노선의 주파수가 개선되어 필수 여행
및 물리적 거리를 계속 지원합니다. 임시 수정 된 Muni Metro 서비스도 반환 됩니다. 청소 방법을 개선하고 Muni
Metro를 복원 하면 추가 버스 경로 를 복원 하고 탑승률이 높은 경로에 더 많은 버스를 배치하여 연결성을 높이고
물리적 거리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만성적 인 지연을 줄이고 철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
시적인 철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SFMTA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새로운 HCAO ( Health Care Accountability Ordinance) 최소 기준 -도시 계약자 및 세입자 용
HCAO (Health Care Accountability Ordinance)는 대부분의시 계약 업체 및 세입자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및 샌프
란시스코 항만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2021 년 1 월 1 일부터 새로운 HCAO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 및 지침 문
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거나 HCAO 웹 페이지 로 이동 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San Francisco Bay View Na onal Black Newspaper
2018 년 9 월에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추가되었습니다.
8 월을 흑인 비즈니스의 달로 계속 인정하면서 Oﬃce of Small Business는 전 세계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 1976 년에
설립 된 통신 네트워크 인 San Francisco Bay View Na onal Black Newspaper 를 강조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 The Bay View는 흑인 경제, 정치, 예술, 교육, 역사, 시사, 건강, 종교 등 흑인의 시련과 승리에 대한 흥미 진
진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해설을 제공합니다.
Black Libera on의 목소리 인 The Bay View는 흑인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커뮤니티
내에서 단합을 구축하고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구축하도록 장비하고 영감을주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Bay View를 지원하려면 이벤트, 조직 또는 비즈니스 광고를 고려하십시오. 자신 또는 친구를위한 구독 ; 에 기여
죄수의 구독 기금 ; 또는 기부 . 정보는 신문 웹 사이트 또는 editor@s ayview.com 을 작성 하거나 415-671-078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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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scontent-sjc3-1.xx.fbcdn.net/v/t1.09/92477789_3698678530174815_4530899375806742528_o.jpg?
_nc_cat=103&_nc_sid=e3f864&_nc_ohc=HeS7Gtek4QEAX8cG4bV&_nc31cf5963108bdV&fbc3-1cf5963108bd5fc4jc3-1.

기존 기업은 30 샌프란 시스코에서 운영하고 오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시설입니다 + 년 ,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에 기여 , 귀중한 문화재 역할을합니다. 여기 에서 레거시 비즈니스 목록을 확인 하십시오 .
웨비나 :
새로운 의료 책임 법령 ( HCAO ) 최소 기준 웹 세미나 – 2020 년 8 월 26 일 수요일 오전 10시 (PT) (시 계약자 및 세입
자에게 적용)
이 라이브 웨비나에서 노동 기준 집행 국 (OLSE) 및 공중 보건부 (DPH)에 참여하여 NEW HCAO 최소 기준에 대한 상
세하고 포괄적 인 프레젠테이션을 받으십시오 . 그들은 보험 중개인 / 대리인, 복리 후생 담당자, 인사 책임자 / 대
리인 및 여기 에서 등록 할 건강 플랜의 최소 표준 요건에 관심이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이 웨비나를 추천합니다 .
C에 대한 모범 사례 재개 비영리 들 및 중소기업 ES 태평양 표준시 오전 11시에서 2020년 8월 26일 (수요일)을 CAMEO 및 공공 변호사 보스턴 개인 커뮤니티 투자에 의해 호스팅 무료 웹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 비영리 단체를
위한 S 안전하게 업무로 인력 등을하는 방법에 소기업 고용주. 변호사 멜린다 Riechert 에서 모건, 루이스 &
Bockius는에 선물 할 것이다 :
정책, 절차 및 교육 모범 사례 : 직장 심사, 사회적 거리두기, PPE 및 위생 처리
고위험 직원 및 숙박 시설
비 직원 인구 : 자원 봉사자, 인턴, 독립 계약자
COVID-19 모니터링
2020 년 8 월 24 일까지 hguerrero@bostonprivate.com 으로 Hayana Guerrero에 회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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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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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즈니스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h 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 ve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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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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