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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28 일
독자 여러분,
포장 8 월의 마지막 주를 이 새로운 공고 나 업데이트 . 오늘 일찍 업데이트를 재개하기위한 London Breed 시장의
기자 회견을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야외 개인 서비스는 9 월 1 일부터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런던 N. 품종 및 그랜트 박사 콜 팩스는 공중 보건의 이사, 오늘 발표 하는 야외 개인 서비스는 샌프란시스코,
효과적 일 화요일, 9 월 1 일에서 2020 년 야외 체육관을 재개 피트니스 센터, 9월 9일 시작하는 2020 년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 시장과 Colfax 박사는 샌프란시스코가주의 감시 목록에서 제거되면 재개를위한시의 최우선
순위는 교실, 어린이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야외에서 발생할 수있는 기타 활동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입
니다.
공중 보건부 는 야외 개인 서비스 지침에 대한 예비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 요구 사항은 주문이 수정되고 관련 최
종 지침이 발표 될 때까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변경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예비 지침은 이발 및 미
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살롱, 네일 살롱 및 비 건강 관리 환경에서 마사지를 제공하는 살롱을 포함하여 보장 되는
모든 개인 서비스 제공자 에게 적용됩니다 . : 지금은 안전을 포함한 국가 건강 순서에 따라 야외 활동을 수행 할
수없는 서비스 금지 electrology , 문신, 피어싱, microblading, 메이크업 영구 및 기타 침습적 바디 아트를 . 모든 서
비스는 전적으로 야외에서 제공되어야하며 캘리포니아 이발 및 미용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개인이 수행하는 서비
스 는 허가 된 시설에 인접하거나 가까운 야외 지역에서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보장되는 모든 개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State Health Order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바람을 차단하도
록 설계된 텐트 또는 기타 유사한 옥외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매일 COVID-19 증상 자체 확인을 구현합니다.
고객이 약속 시간에 도착하기 전에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업은 고객이 약속 전에 모든 서류를 전
자적으로 완료하고 도착시 모든 고객을 검사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양식 또는 설문지를 구현하는 것을 고려
해야합니다.
직원과 고객은 항상 얼굴을 가리도록합니다. Covered Per s onal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비스 중 언제라도
고객이 얼굴 가리개를 제거해야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에게 어떤 종류의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이 개인 서비스를받는 동안 음식이나 음료
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계획을 개발하고 예비 개요에 나열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전문 요구 사항 및 표준을 초과하는
위생 요구 사항을 구현 합니다.
비즈니스는 각 서비스 산업에 특정한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예비 개요를 철저히 검토해야합니다. 최종 주문
및 관련 지침이 발행되면 공지를 통해이를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 은 또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됨에 따라
건강 명령 및 귀하의 사업 과 관련된 지침 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공중 보건부 웹 사이트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사용 의 비즈니스에 대한 사유 재산
시는 귀하의 사업체가 뒷마당, 공터, 주차장 및 파티오와 같은 사유지의 야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임시
공유 공간 허가를 만들었습니다 . 이것은 보도, 주차 공간 및 거리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됩니다. 이웃 부동
산이나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간을 사용하려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의 허가가 필요합니
다. 야외 공간은 고객이 줄을 서서 서있을 수있는 물리적 거리 공간 , 소매 공간, 좌석 또는 식사 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업용 사용은 구역 지정 구역 또는 특수 사용 구역에서 허용 되어야합니다 . 당신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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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공간을 사용 위치에 떨어져 기존의 비즈니스, 시는 당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아내는 당신의 사업이
되는 경우 가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h ps://sf.gov/use-private-property-your-business
를 방문 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sharedspaces@sfgov.org로 공유 공간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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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체는 매년 카운티 평가원 에게 사업 개인 재산 을 제
출해야합니다 . 사업 개인 재산에는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계, 장비, 비품 및 임대 개
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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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위기로 인해 담보 또는 무담보 재산세를 지불 할 수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벌금 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10 % 연체료 및 $ 45 관리 수수료 없이 청구서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 의 결과로 주지사의 행
정 명령 N-61-20 , 당신이 승인하는 경우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주 거주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때문에의 COVID-19 위기, 당신은 월까지해야합니다 2021 년 6 월 6 일에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서
를 지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 ps://s reasurer.org/COVID19property를 방문 하십시오 .
자금 자원

흑인 소유 기업을위한 Facebook Small Business Grants – 2020 년 8 월 31 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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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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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C Small Business Relief Gran t – 2020 년 8 월 31 일 재개
이전에 뉴스 레터에서 공유 한 LISC-Lowe의 Neighborhood Business Grant 와는 별도로 LISC는 소기업이이 어려운
시기 동안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측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5 차의 교부
금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6 차는 2020 년 8 월 31 일에 재개 됩니다 . 여기 에서 지원금 정보 및 FAQ를 읽어보십시오
.
Red Backpack Fund – 2020 년 9 월 8 일 재개
뉴스 레터에서 이전에 공유 한 The Spanx가 시작한 이니셔티브 인 Red Backpack Fund는 미국의 여성 기업가들에
게 최소 1,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영향을받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
할 것입니다. 이 위기. GlobalGiving 은 2020 년 9 월 8 일 오후 12시에 펀드 신청 포털을 재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를 검토하고 h 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 에서 신청 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Café Interna onal
2016 년 11 월에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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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흑인 비즈니스의 달을 마감하는 중소 기업 사무소 는 활기차고 개성있는 Zahra Saleh가 소유 한 508 Haight
Street에 위치한 Café Interna onal 을 강조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에리트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Zahra는
고등학교 졸업 후 10 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 대한 다양성과 서
비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1991 년에 Café Interna onal을 구입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afé Interna onal은 전 세계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매일 오전 7 시부 터 오후 4 시까 지 영업
하며 커피, 샌드위치, 샐러드, 중동 특선 요리, 베이글, 달콤한 빵, 케이크 및 쿠키를 판매하는 로어 헤이트의 인기
장소입니다. 특선 요리 로는 유쾌한 터키 커피, 프랑스 산 니코 와 즈 샐러드, 맛있는 중동 요리가 있습니다.
놓칠 수없는 것은 1994 년에 Kemit Amenophis 가 카페 뒷 파티오 벽에 그린 화려한 20 피트 너비의 벽화 입니다. 벽
화는 무지갯 빛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복장을 한 UN이 참석 한 환상의 춤을 묘사합니다.

Diana Gaﬀney의 사진, Hoodline
이 섹션에서는 Shelter-In-Place 주문 중에 기존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행사 및 거래를 강조합
니다. 레거시 비즈니스는 30 년 이상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 하는 오랜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입니다 . 이러한 사업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재 역할을합니다. 여기
에서 기존 비즈니스의 전체 목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웨비나 :
법률 위기 핫라인 : 중소기업 소유주를위한 변호사와의 업무 시간 – 수요일 오전 10시 30 분 (태평양 표준시)
북부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개발 센터 (SBDC) 네트워크의 숙련 된 변호사 및 비즈니스 고문이 이끄는 가상 업무 시
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CASE)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십시오 . 이 세션은 직원이 25 명 이하인
캘리포니아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입니다.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질문을 제출하
면 변호사가 웹 세미나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 해드립니다 .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 의무, 책임 고려 사항 및 기타 문제를 포함한 고용 법 문제
CARES 법, SBA 대출 프로그램 및 관련 세금 관련
상업용 임대 협상 및 퇴거 문제
지역 사회의 무료 법률 자원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하십시오 .
COVID-19로 인한 소규모 고용주를위한 팁 – 2020 년 9 월 3 일 목요일 오후 2시 (태평양 표준시)
COVID-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발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많은 소기업 소유주가 폐쇄가 비즈니스와 직원
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 Small Business Majority , The Fresno County EDC 및 The
Fresno Regional Workforce Investment Board 는 COVID-19의 영향을받는 중소기업을위한 업데이트 및 리소스를 다
루는 웨비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러한 어려운시기에 귀하를 도울 수있는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중
소기업으로서 귀하가 사용할 수있는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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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연방, 주 및 지역 지원에 대한 업데이트
인력 자원,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정리 해고 혐오에 대한 개요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한 리소스
CalSavers 개요
Q & A 세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마이크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2020 년 9 월 3 일 목요일 오후 3시 (태평양 표준시)
중소기업 소유주는 소중한 직원을 해고하는 가슴 아픈 경험을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들은 이러한 도전적인 환
경에서 사업 성장과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land Southern California의
Microenterprise Collabora ve와 캘리포니아 Microenterprise Opportunity 협회 인 CAMEO에 참여하여 다음 사항 을
검토하십시오.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재 채용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배운 내용
소기업이 고용주가되는 속도 범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교육 및 기술 지원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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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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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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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