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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4 일 
 
독자 여러분, 
 
행복한 노동절 주말! 이번 연휴 주말을 계획해야합니다 안전한 사회적 상호 작용 에는 얼굴을 
가리고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음식, 음료 및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등.우리가조치는 
지금취하는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기업을위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을 것이며 고객은 식사를머무르기를 원할 것 마친 후에도입니다. T고객 사양 
그는 프로그램은mers의사전교제하는 COVID 일 같은 시간의 검사되지 않은 시간 동안 
아니다.우리는 여전히 Shelter In Place Order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대한 공지 사항 및 업데이트입니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찾을 
수 여기에서있습니다. 기업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oewd.org/covid19에서 새롭고 업데이트 
된 정보. 언제나 그렇듯이 중소기업 사무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문의하십시오sfosb@sfgov.org로. 
 
공지 사항 : 
무료 PPE 샌프란시스코 소형 기업을위한 가능한  
협력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응급 서비스의 사무실 및 중소기업 옹호 캘리포니아 사무소와 
함께, 시장 런던은품종 발표 - 손 소독제월요일에 개인 보호 장비 (PPE)의 대형 선적을외과 용 
마스크 및 안면 보호대 – 중소기업 용. 기업에 PPE를 제공하는 목표는 PPE를 조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재개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 조직 (CBO)과 협력하여 1 개월 분량의 PPE가 개업 및 / 또는 곧 재개 될 지역 
사업체에 배포 될 예정이며, 재고는 소진됩니다. 
  
무료 PPE 요청에 관심이있는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은에서 참여 CBO 목록을 검토하고 여기 
가까운 CBO에 문의해야합니다. 기업은 손 소독제, 수술 용 마스크 및 안면 보호대를 30 일 분량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CBO 파트너는 향후 2 주 동안 PPE 배송 물을 픽업 할 것입니다. 배송을받은 
조직에는 연락처 정보가 나열되며 연락처 정보가 아직 나열되지 않은 조직의 경우 다시 
확인하십시오. 
 
국가 대비의 달  
9 월은 가족, 지역 사회 및 사업 재해 계획을 장려하기위한 국가 대비의 달 (NPM)입니다. 올해의 
주제는“재난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계획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COVID-19 및 산불에 
계속 대처하기 때문에 현명한 계획을 통해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SBA)은 리소스, 체크리스트 및 안전 팁공유했습니다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다양한 재난의 재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를위한을.이참조하여 
장비와 비즈니스 기록을 보존하십시오IRS 가이드비상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보 보호에 관한를.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도 제공합니다비상 대비 체크리스트와 툴킷. 
 
SF DBI (Department of Building Inspection) 업데이트 

● DBI가업데이트 
● 계획 및 화재 전용 허가가없는 일반 판매 허가에 대한를 허용하는 경우해야합니다 

Eventbrite를 통해 사전 등록. 티켓은 매주 구매 가능합니다. 

https://sf.gov/information/guidance-safer-social-interactions-during-pandemic
https://sfosb.org/ebulletins
https://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covid-19
mailto:sfosb@sfgov.org
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nounces-delivery-personal-protective-equipment-small-businesses
https://oewd.org/free-ppe-available
https://www.sba.gov/business-guide/manage-your-business/prepare-emergencies?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reparing-for-a-disaster-taxpayers-and-businesses
https://www.fema.gov/preparedness-checklists-toolkits
https://www.eventbrite.com/o/dbi-8544277181


●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플랜이 포함 된 허가증을 새로 신청하려면에서 허가 
신청을 제출하도록 약속을 잡을 수 여기있습니다. 

● 유틸리티 차단 조례 
주민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거용 건물에서 수행되는 건설 작업은 
보통보다 세입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 
할 계획 인 건물 소유주는 작업이 수도 및 / 또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을 위해 대체 물 및 / 또는 유틸리티 소스를 알리고 준비해야합니다. 
긴급 조례는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유효하며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하십시오www.sfdbi.org/sip. 

 
인구 조사 2020 
참여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2020 년 인구 조사를 수행하는 데 29 일이 채 안 남았으며, 
우리되도록하고 싶습니다 는 샌프란시스코 시민 (시민과 이민자 모두 포함)이 집계.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집계되도록하고 직원들이 똑같이하도록 장려하여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대표 성과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산 된 모든 사람은 향후 10 년 동안 필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해 
연방 자원으로 $ 20,000를 가져옵니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공정한 정치적 대표를 보장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귀하가 여기에 있고 미국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는 귀하의 시민권, 
고용 상태 또는 가구 소득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방문 my2020census.gov를844-330-2020으로 
하거나전화하십시오. 
 
자금 조달 리소스 
LISC 소규모 기업 구제 보조금 – 2020 년 9 월 7 일 종료  
LISC는 소규모 기업이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역 경제의 중요한 측면을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차의 보조금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6 차가 2020 년 8 월 31 
일에 재개되었습니다. 신청서는 2020 년 9 월 7 일 월요일 오후 11:59 (동부 표준시)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보조금 정보 및 FAQ를 읽고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경제 상해 재난 대출 (EIDL) 
부양 패키지의 승인을받은 중소기업청 (SBA)은 경제 상해 재난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대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IDL Advance Funding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지만 
SBA는계속 수락EIDL 신청합니다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을. 
 
Red Backpack Fund – 2020 년 9 월 8 일 재개 
이전 뉴스 레터에서 공유 한 Red Backpack Fund는 The Spanx가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즉각적인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여성 기업가에게 최소 1,000 달러 씩 5,000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위기의 영향을받은 사람들의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합니다. GlobalGiving은 2020 년 
9 월 8 일 오후 12시에 펀드 신청 포털을 재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검토하고FAQ를에서 
신청htt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하십시오. 
 
웨비나 : 
Sea un Negocio Ecológico Durante Covid-19-SPANISH 
수요일, 9/16/20, 오전 10시 – 12PM 
 
California Green Business Network 및 파트너는 기업이 건강한 환경에서 귀하의 비즈니스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돕기 위해 스페인어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법, 지속 
가능성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 복원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성을 
다가오는 해에 통합하는 방법.하려면클릭 여기하십시오 등록를.  
 

http://r20.rs6.net/tn.jsp?f=001O5g3tZcNJaAv_4FWl_Yk5czzU3TFXcmdIP0KlrYG2jStuLSKXAE9m4-0mteENPLOBn9l1WlHcD-owgJxW4aUwpEoZ-aA7Tah0kzsyGAselI99LwwY3lQrfWDBDZtFmeQzTg7mVM8EWgj1B-gDmV9TKwey_koCzZiwykND-I3vHCTcMCcQE1CMvKeyuMA2h_Ntc-zpb3-6WYraVbV2pLTgA==&c=_0ravD3vCydVkK1TbmAAzG8aafY5GDOkhbGUDwS9Erl8SYrk5JoN_g==&ch=QRleoA3yyFQtCt2F99uQB0wU5jskhTsx_m_jb9NdysYtkwj34UecJA==
http://www.sfdbi.org/sip
http://my2020census.gov/
https://www.lisc.org/covid-19/small-business-assistance/small-business-relief-grant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www.globalgiving.org/red-backpack-fund-faq/
https://www.spanx.com/the-red-backpack-fund
https://www.facebook.com/events/325933358426779/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Pauli Ojea,하는 샌프란시스코 환경 
● Berenice García Tellez를 통해 비용을 절약지속 가능성 관행의경제 지속 가능성 전문가 
● 코디네이터, 환경 인증 부서 책임자 Fernando Figueroa와 함께 COVID-19 기간 동안 폐기물을 
줄이는자율 규제 프로그램. 

 
Small Biz Pro 팁 : 제공자, 고용주 및 국내 고용주를위한 근로자 분류 
화요일, 9/22/20; 오후 6시 – 오후 7시 30 분 
 
가입 시작 Small Think Big! 및 Small Business Majority, SF LGBT Center, 이민자 상승 및 기회에 대한 
Small Biz Pro 팁 시리즈는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하는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무료 법률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AB 5의 의미와 그것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직원과 독립 계약자 간의 차이점, COVID-19 기간 동안 직원을 분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보육 제공자와 국내 고용주에게 특별한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할 
것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안 22에 대한 국가 정책 업데이트는 
● 어떻게 노동자가분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BC"테스트를 사용하는 
● 귀하의 비즈니스 것이 의미 어떻게 직원들이 분류되어 어떤 
● 혜택이수익에 영향을주지 않고 인력을 제공하는 

ON- 자원 확보 : 
개인 보호 장비받으십시오 PPE 지역 공급자로부터를.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문의 할 수 있습니다sfosb@sfgov.org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법무 장관실은 또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여기했습니다.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COVID-1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에 관한 모든 시장 선거의 선언 : 
sfmayor.org/mayoral-declarations-regarding-covid-19, 
 
자세한 내용은  311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시의 경보 서비스문자를 를 받으려면에 
가입하십시오COVID19SF888-777로 보내십시오.. 

 
려면 최신 정보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를 얻으에서 e- 뉴스에 가입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하세요. 
 
연대에서 
 
중소기업 사무소 

https://sf.gov/information/shops-sell-personal-protective-equipment
mailto:sfosb@sfgov.org
https://www.sba.gov/document/report--sba-programs-scams-fraud-alerts
https://oag.ca.gov/consumers/COVID-19#scams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http://sfmayor.org/mayoral-declarations-regarding-covid-19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