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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9 일
 
독자 여러분,
 
T 중소기업의 그는 사무실은 현충일의 준수에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에 종료됩니다. 11 월 12 일 부터 기업가
및 중소기업에 가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 을 재개 합니다 .
 
다음은 오늘의 발표 및 업데이트입니다. 이전 뉴스 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
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건강 명령 및 지시 사항 게시 요구 사항 알림
직원 간판 찾아주세요 ( 문자 크기 및 11x17을 것을) 모든 기업은 이제 직원 breakrooms하거나의 311 섹션 4 시간을
통해 COVID-19 건강 명령 위반 및 지침을보고 할 수있는 직원을 알리는 다른 지역에 게시하는 데 필요한 건강 주
문 운영중인 모든 비즈니스는 2020 년 11 월 10 일까지 직원을 위해이 간판을 게시해야합니다 .
 
또한이 기회를 통해 귀하 가시의 복구 프로그램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합니다 . 샌프란시스코에 거
주하는 직원 중 COVID-19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고 2 주 간의 격리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이 프로그램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인, 가족 또는 생활비를 상환하거나 지불하기 위해 $ 1,285
를 제공합니다. 대체 임금 외에도시는 주택 지원 , 음식 배달을 통한 식사 및 기타 필수품을 포함한 기타 많은 자원
을 제공합니다 .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위한 자료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workforce.connec�on@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701-4817로 전화하십시오.
 
특정 비즈니스에 대한 기타 요구 사항 :

지금까지 ,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실내 식당, 그리고 제공하기 것을 실내 개인 서비스 제공 제공 기
업 전자 고객의 얼굴 코팅의 제거를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해야 눈에 띄게 게시 할 에드 이 기호를 모든 기
본 공공 입구에 포함하여, 어떤 표시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기 전략이 사용됩니다. 신선한 실외 공기
에 접근 할 수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창문과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작동하는 HVAC 시스템; 각 방에
적절한 크기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 또는 해당 사항 없음.
가능한 한 빨리 , 2020 년 11 월 17 일까지 고객의 안면 커버를 제거해야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실내 식당 및
실내 개인 서비스 제공 업체도 다음 환기 전략 중 하나 이상을 제정해야합니다. 1) 신선한 실외 공기에 접
근 할 수있는 모든 창문과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화재 / 인명 안전을 위해 닫혀 있어야하는 문과 창문은 예
외입니다. 열린 창문이 특히 어린이에게 낙하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하십시오). (2) 완전히 작동하는
HVAC 시스템; (3) 각 방에 배치 된 방 또는 면적에 적합한 크기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 (자세한 내용은 환기
지침 참조). 주의의 섹션 4I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 주문 (페이지 의 15 -16 당신이 준수에 와서 준비하
기 위해) .

 
여기 에서 여러 언어로 된 전단지와 포스터 를 다운로드하고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또한 여기 에서 인쇄 된
전단지와 포스터 를 무료 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어려운시기에 우리시, 거주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어려움 및 긴급 대출 프로그램 (SF HELP) 확장
어제 London Breed 시장 은 샌프란시스코 어려움 및 긴급 대출 프로그램 (SF HELP)의 350 만 달러 확장을 발표했습
니다 . 이 프로그램은 것입니다 약 80 중소기업에 $ 50,000까지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 하고 중소 기업 소득을 완화
하기 위해 개인, 비영리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이 대출은 기업이 점진적으로 재개 하여 경제 회복으로
가는 길을 계속 하면서 급여, 임대, 재고, 장비 및 기타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차용인에 대
한 대출 수수료, 개인 보증 또는 담보 요구 사항이 없으며 상환 기간은 최대 6 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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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HELP 신청에 관심이있는 중소기업은 link.oewd.org/ zeroloan을 방문하십시오 . 신청 마감일은 11 월 25 일 오후
11:59 입니다. M 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M EDA ) 는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 할 기업을 결정
하기 위해 추첨을 개최합니다. 이 복권에는 도시 전역의 중저 소득 소유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포함됩니다. 
 
공유 공간이 갱신 알림을 허용 함
지난 뉴스 레터에서 공유 한 바와 같이 공유 공간 허가는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연장됩니다. 갱신 절차는 공유 공
간 허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 나와 있습니다 . 도로변 차선 허가를받은 사업체는 기존 허가
증을 갱신, 연장 또는 변경하기 위해 SFMTA로부터 개인화 된 이메일을 받아야합니다. 이메일에는 허가 갱신 양식
에 대한 개인화 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웹 양식은 11 월 15 일까지 작성해야 12 월 31 일까지 허가 갱신이
보장됩니다.
 
이 어려운시기에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운영자 인 경우 아래의 간단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평가하십시오. 운영하는 각 비즈니스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를 작성하
십시오.
설문 조사 : 영어 / Español /中文 / Pilipino / Tieng Viet              
 
퀴어 스트리트 마켓 플레이스
SF LGBT 센터는 LGBTQIA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 월 12 일 오후 1 시부 터 오후 5 시까 지 최초의
가상 퀴어 스트리트 마켓 플레이스를 개최합니다.
 
호모 스트리트 마켓 플레이스 쇼케이스하는 SF LGBT 센터에서 전통되고있다 반 연례 행사 인 지역 LGBTQIA가 지
분율 또는 운영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에서 중소 기업. 행사 당일, 우리 커뮤니티의 소상공인은 제품을 판매
하고 서비스를 홍보 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 공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미리 공급 업체에 지원하려면 h�ps://my.boothcentral.com/v/events/queer-street-
marketplace를 방문 하십시오 .
 
중소기업을위한 부기 지원
유태인 직업 서비스 ( JVS ) 는 소기업의 부기 및 회계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
에 소외된 지역 사회에서 새로 훈련 된 회계 담당자에게 실습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모델 에서는 중소
기업 지원을 전문으로하는 숙련 된 회계사가 귀하와 협력하여 귀하의 비즈니스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반
면 , 부기 학생들은 회계사를 숨기고 미래에 필요한 실무 기술을 구축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또는 파트 타임 부기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유자입니까? 마십시오 당신은 몇 가지 필요한 순
서대로 책을 받고 도움을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 JVS 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 h�ps://www.jvs.org/bookkeeping/을 방문 하십시오 .  
 
전국 EIP 등록의 날
국세청 ( IRS ) 세트로 11월 10일 " 국립 EIP 등록의 날 " 로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장려하는
최종 푸시 출시 경제적 영향 지불을받을 수 레지스터 .
 
전국 EIP 등록의 날은 연장 된 11 월 21 일 등록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열립니다. 이 특별 이벤트는 저소득층 및 소
외된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조세 단체 안팎의 IRS 파트너 그룹의 지원을 특징으로합니다. 이 그
룹은 새로운 11 월 21 일 마감일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지불 등록이 필
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 할 것입니다.
 
웨비나 :
인력 프로그램 형성
OEWD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의 인력 개발 부서는 모든 San Franciscans가 우리가 제공 하
는 교육 및 고용 기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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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 결정 및 솔루션에 참여하십시오.
 
OEWD는 향후 4 년 동안 제공 할 서비스를 계획 할 때 직원 프로그램과 구직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두 번의 청취 세션을 주최 합니다.
 
우리의 사업 재개와 일자리 창출 및 훈련은시의 경제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아래 나열된 세션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청취 세션
11 월 10 일 화요일 -12:30 PM-2:00 PM
11 월 18 일 수요일 -오후 4:30-오후 6:00
 
참여하려면 위 세션 중 하나에 등록하십시오. OEWD은 또한에 청취 세션을 실시간 스트리밍됩니다 자신의 페이
스 북 페이지 .
 
소기업 소유자를위한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 2020 년 11 월 10 일 화요일 오후 1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작은 사업체 소유주들에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 EIDL 및 기타 SBA 대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접근 할 수 없거나 사업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업주들은 현금이 부족하고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에 대해 알아 보려면 캘리포니아 아프리카 계 미국인 상공 회의소 및 중소기업 다수
에 가입하십시오. 이 대출 기금은 CASE Taskforce라는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창출 된 기회입니다. 캘리포니
아 재건 기금 (California Rebuilding Fund)은 COVID-19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간단하고 저렴한 대출이 필요한 캘
리포니아의 가장 작은 사업주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대출은 주 전역의 커뮤니티 대출 기관을 통해 촉진됩
니다.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2020 Virtual Insurance Diversity Summit – 2020 년 11 월 12-13 일
캘리포니아 보험 부는 11 월 12 일부터 13 일까지 2020 년 가상 보험 다양성 서밋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2020 년은
미래를 형성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인종 정의 운동과 COVID-19는 우리의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불
평등을 드러 냈습니다.
 
2020 Virtual Insurance Diversity Summit은 중매 원탁, 리소스 엑스포, 보험 업계의 인종 및 다양성, 이사회의 다양
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이끄는 참여 웨비나를 포함하는 독특한 이벤트입니다. 보험사 조달 경로, 비즈
니스 전략의 복원력 구축 등 . 정상 회담의 확인 일정 및 등록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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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311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 샌프란시스코 의 알림 서비스 에 가입하세요 .
COVID19SF 문자를 888-777로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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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mayor.org/mayoral-declarations-regarding-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