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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9 월 18 일
독자 여러분,
흥미 진진한 새로운 발표와 업데이트로 한 주를 마무리 합니다 . 더 많은 사업과 활동의 재개는 도시 전체의 여행
과 상호 작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모든 San Franciscans는 안면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씻기를 포함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합니다. 하자는 우리의 노력, 희생을 낭비하
고 지금까지 진행 아니에요 지금 완화 .
이전 뉴스 레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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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중소기업위원회 회의 – 2020 년 9 월 21 일 월요일-오후 5:30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의 재개 계획 및 전략, 지역 공중 보건 지표에 대한 업데이트 및보고 를 받기 위해 샌프란
시스코의 공중 보건 책임자 인 Tomás Aragón 박사와 특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 의제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공개 의견으로 회의에 참여하려면 WebEx를 통해 로그인 하십시오 . h ps://ccsf.webex.com/ccsf/onstage/g.php?
MTID=e11731eb2d0e1f1b2246fee2b62e7be9e
공개 댓글 발신 : 415-655-0001 / 액세스 코드 : 146609 3005 / 오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 려면 #을 두 번 누르십
시오 . 대기 할 준비가되면 * 3을 누르십시오 .
SFGovTV : 채널 78 또는 26 , 라이브 스트리밍 및 주문형을 통해 편리한 시간에위원회 회의를 시청하십시오 .
실내 식당 재개를위한 타임 라인 및 프레임 워크
런던 브리드 시장, 그랜트 콜 팩스 (Grant Colfax) 건강 이사, 평가 기록자 카르멘 추 (Carmen Chu)시 경제 회복 태스
크 포스 공동 의장은 오늘 실내 식당을 재개하기위한 샌프란시스코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는 뉴
욕주의 계층 형 시스템 에서 "주황색"으로 분류 된 후 최대 100 명까지 수용 가능한 25 %의 실내 식사를 제공 할 것
입니다. 이 계층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시기는 현재 레드 계층에 할당되어 있으므로 9 월 말입니다 . 경우 지역
COVID-19 케이스와 입원 안정을 유지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는 오렌지 계층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빨간색 계층에 남아있게됩니다. 보건부는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한 재개 장을 위해 식당을 준비하기 위해 지역 식당
업계와 협력하여 보건 및 안전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9 월 30 일까지 연장 된 상업 퇴거 모라토리엄
이번 주 초 런던 브리드 시장 은 퇴거 보호의 연장을 촉구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시장이 서명 된 품종
행정 명령 추가를 위해 상업 퇴거 유예를 연장하기 (16) 월 ~ 9 일 30 , 2020 주지사 뉴 섬의 행정 명령은 (현재의 말
에 만료되도록 설정하면, 샌프란시스코는 더 이상 상업 퇴거를 방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9 월)은 연장되지 않습
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상업용 임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
지 않지만 Newsom 주지사 는 3 월에 행정 명령 을 발부하여 지방 정부가 상업적 퇴거 모라토리엄을 시행 할 수 있
도록했습니다 . 이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익 손실 또는 기타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소득 손실로 인해 중
소기업이 퇴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주문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방 정부에 대한 그 힘이 됩니다 아 갈 Y를.
귀하의 비즈니스가 가이드 라인 및 FAQ와 함께 퇴거 모라토리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를 확인하십시오
. 경제 및 노동력 개발 사무소 (OEWD) 는 임차인 및 집주인을위한 상업용 퇴거 규정에 관한 임시 모라토리엄을 업
데이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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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응답으로 국가의 곧 상업 퇴거 유예의 만료 날짜 , 2020년 9월 15일에, 감독자 Peskin 및 프레스턴은 비상
조례 BOS 파일 번호 도입 201,057를 - 그것은 일시적이었다 임대료 미납 상업 세입자를 퇴거에서 집주인을 제한합
니다 COVID-19 유행병으로 인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eblast에서 설명합니다.
그동안 법률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나 자세한 내용 은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새로운 보조금

블랙 르네상스 창업 보조금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 베이 뷰는 발표 거라고 블랙 르네상스 스타트 업 프로그래밍의 m을. #
BlackRenaissance 는 베이 뷰 헌터 스 포인트 커뮤니티의 흑인 기업가 및 신생 기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
1,500의 종자 자금, 비즈니스 교육 및 기업가가 경험 많은 전문가, 비즈니스의 지원을 통해 측정 가능한 목표와 목
표를 설정하고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제공합니다. 코치 및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기업가 집
단. 이 프로그램을 신청함으로써 신청자는 광범위한 르네상스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소중한 인맥, 광고 및 계약
기회를 얻게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가까이 이야 2020년 9월 24일에.
PowerUp 프로그램 기금
K의 ICK 보내고 히스패닉 문화 유산의 달 오프는, 시간이 라틴 문화를 축하하기 위해 , 구글은 .ORG 달러 (A $) 3M의
발표 에 부여 자선에서 히스패닉 파워 업은 기금 직접 라틴어의 수백을 지원하기를 오 지분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서 중소 기업 에 액세스 할 수있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계속 성장 하기 위해 자본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본 및 교육 . 파워 업은 프로그램은 자격 지원 La nx 달러 (A $) 5,000 충돌 부여와 소규모 기
업 및 코치와 함께 당신을 쌍으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및
재무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La nx 의 쇼핑 센터 나 usinesses을 수행 할 수 있습니
다 여기에 적용 2020년 10월 14일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 주간 – 9 월 22 일 ~ 24 일
전국 중소기업 주간 (Na onal Small Business Week)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SBA)과 공동 후원자는 2020 년 9 월 22
일부터 24 일까지 모든 가상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올해의 활동에는 중소기업이 바라는대로 기업가를위한 개조
및 혁신적인 관행을 제공하는 수많은 교육 패널이 포함됩니다. 피벗 및 복구를 통해 경제 강화에 기여합니다. 자
세한 내용과 등록 정보는 h ps://www.sba.gov/NSBW에 게시됩니다 .
가상 회의 일정 :
9 월 22 일 화요일 오후 1시 EST –“ 미국 중소기업의 자부심 ”
전국 중소기업 주간 환영-SBA 관리자 Jovita Carranza
기조 연설
전국 중소기업 주간 시상식 프레젠테이션
9 월 23-24 일 수요일 및 목요일 오전 9시 EST – " 더 강한 내일을위한 준비 : 회복, 적응 및 혁신 "
패널 토론 시리즈-미국의 강점, 방향 전환 및 혁신 학습
9/23 정오 세션-SBA의 베테랑 리소스 및 베테랑 성공 사례 비디오
9/24 정오 세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과 연방 및 지역 리소스
웨비나 :
CA State Treasurer Fiona Ma와 소규모 비즈니스 토크 – 2020 년 9 월 22 일 화요일 오후 12시
에 대한 CA 주 재무 사무실 및 중소기업 대다수와 협력 상공의 내륙 제국 지역 상공 회의소에 가입 1 - 시간 웹 세미
나 하기 위해 중소 기업을 통해 도움을받을 수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배웁니다. CA State Treasurer Fiona Ma 및
Small Business Majority 조직의 통찰력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
참석자는 다음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위한 주 전체 프로그램
재 개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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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본에 대한 접근 : 주 지원 대출 프로그램, 지역 보조금 기회 및 연방
대출 프로그램에 접근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Small Biz Pro 팁 : AB 5 및 중소기업 소유자를위한 근로자 분류 – 2020 년 9 월 22 일 화요일 오후 6시
가입 시작 Small Think Big! 및 중소기업 대부분 자신의 작은 판매 프로 팁 시리즈 가 캘리포니아에서 자영업 성장
에 무료 법률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B 5의 의미와 그것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직원과 독립 계약자의 차이점과 COVID-19 기간 동안 보육 제공자
와 국내 고용주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력 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안 22에 대한 주 정책 업데이트
작업자 분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BC"테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직원 분류 방법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수익에 영향을주지 않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점
30 - 변호사와 분 질의 응답 기간은 토론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COVID-19 긴급 상황 동안 보험 및 중소기업 리소스에 대한 가상 타운 홀 – 2020 년 9 월 25 일 금요일 오후 1시 30 분
COVID-19 대유행 기간 중 소기업 보험 문제에 대한 가상 시청 을 위해 캘리포니아 보험 커미셔너 인 Ricardo Lara와
샌프란시스코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책임자 인 Joaquín Torres와 함께 하십시오. 비즈니스 보험은 모든 비즈니
스의 일부이며 오늘날 비즈니스가 직면 한 전례없는 과제를 감안할 때 사용 가능한 최신 개발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이벤트에 대한 등록 과에 질문을 제출 Marianne.Thompson@sfgov.org . 질문은 9 월 21 일 월요일 오전 10 시까
지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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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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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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