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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20 일
 
독자 여러분,
 
휴일이 우리에게 샌프란시스코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에,의 앞으로 계획하고 생각해 보자 축하하는 안전한 방법을 . 몇 가
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저녁 식사를하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좋아하
는 중소기업에서 테이크 아웃을 주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낼 선물을 구입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COVID-
19 사례 및 입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직접 휴가 모임을 위해 여행하기 전에 위험을 고려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행을 계획중인 사람들 은 안전한 여행에 대한 도시의 지침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
 
이전 뉴스 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 를 클릭 하여 검토하십시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하는 것
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 2020 년 11 월 23 일 월요일 오후 4시 30 분 *
중소기업위원회 의제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발의안 H 이행에 대한 기획부 발표      

● 근린 상업 통로 보도 및 거리 청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SF 공공 사업 프레젠테이션      

● BOS 파일 번호 201261-계획 코드 대마초 사용. 계획위원회의 승인을받은 의료용 대마초 진료소를 대마초 소매 사용
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의 일몰 날짜 인 21/1/1부터 22/1/1까지 연장하도록 계획 코드를 수정하는 조
례      

 
*이 회의의 시작 시간은 오후 4시 30 분입니다.
 
회의 시청 및 공개 의견 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 일 이내에 중소기업을 구하기위한 행정 명령 (Prop H) 
London N. Breed 시장은 20 일 11 월 19 일에시 부서에 30 일 이내에 제안 H를 이행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Mayor Breed의 투표 용지에 배치되고 60 % 이상의 투표로 통과 된 발의안 H는 기업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역 설정
및 기업 운영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시가 허용 된 사용에 대한 허가 절차를 30 일로 단축하고, 일부 구역 제한
을 완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 할 수 있도록하고, 예술 비영리 단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
부 상업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실무 그룹은 발의안 H에 명시된 프로세스 개혁을 구
현하기 위해 시장실에서 소집됩니다 . 보도 자료를 읽으 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캠페인 시작을 복구합니다
이번 연말 연시에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시는 사람들이 이번 휴가 시즌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할 수있는 세 가지 방
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뉴욕시 전체 캠페인 인 We Will Recover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의 휴일, 49 년의 쇼핑 및 식사,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돕기. COVID-19로부터의 샌프란시스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취할 수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캠페인을 탐색, 공유 및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Holidays at Home 은 모임 및 기타 휴일 활동에 대한 지침은 물론 San Franciscans가 휴일 동안 참여할 수있는 안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Shop and Dine in the 49 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에 현지 레스토랑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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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 휴일과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자원 봉사 및 자선 활동에 대한 정보
와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We Will Recov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f.gov/wewillrecover 를 참조하십시오.
 
예술을 통해 예술가를 지원하고 공중 보건을 증진하는 샌프란시스코 크리에이티브 코퍼레이션 프로그램
런던 N. Breed 시장은 11/19/20에 샌프란시스코 크리에이티브 코퍼레이션 (San Francisco Crea�ve Corps)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30 명의 비주얼 아티스트가 공중 보건 테마 벽화로 매장을 아름답게 꾸밀 수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휴일 동
안 창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성화 될 30 명의 Community Health Ambassadors를 발표했습니다. COVID에 안전한 뉴욕
시. 시는 경제 및 노동력 개발 사무소 (OEWD)로부터 $ 250,000으로 SF Crea�ve Corps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Yerba
Buena Center for the Arts (YBCA) 및 Paint the Void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SF 비주얼 아티스트는 이 짧
은 양식 을 작성하여이 파일럿의 고려 대상인 Paint the Void에 작업을 제출하도록 초대됩니다 . San Francisco Crea�ve
Corps Community Health Ambassado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escobedo@ybca.org로 문의하십시오. 여기 에서 보도 자료
를 읽으 십시오 .
 
새로운 자금 조달 옵션-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오늘 시작된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지역 사회 대출 기관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소기업이 2020 년 3 월 이전에 50 명 이하의 정규직 (FTE) 직원을 고용하고
2019 년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미만이어야하며 COVID-19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어야합니다. . 자세한 정보
와 자격에 대해서는 www.caloanfund.org를 방문하십시오 .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여하는 커뮤니티 대출 기관과 연결 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일치하는 경우 지역 공인 커뮤
니티 개발 금융 기관 (CDFI)에 연결됩니다. 커뮤니티 대출 기관은 전체 대출 신청서에 대해 귀하와 협력 할 것입니다. 승인되
면 해당 커뮤니티 대출 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 기간 내내 계속해서 협력하게됩니다.
 
추가 자금 지원 알림 :

● Salesforce San Francisco Small Business Grant- 2019 년 11 월 25 일 오후 11시 59 분 PST에 마감 Salesforce와
Ureeka는 COVID-19 지원을 위해 적격 SF 소규모 기업에 $ 10,000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
청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 SF 어려움 및 긴급 대출 프로그램 (SF HELP)-2011 년 11 월 25 일 오후 11시 59 분에 마감 SF Help Loan은 중소기업에
최대 $ 50,000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개인의 영리를위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중간 소득 중소기
업에. 마감일이 지나면 MEDA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는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 할 기업
을 결정하기 위해 추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 재개 장 기금에 대한 SF 샤인-진행 중 재개 장을위한 SF 샤인 즈를 통해 기업은 실외 장벽 및 가구와 같은 매장의
COVID-19 안전 조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향후 작업에 대
해 최대 $ 2,000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업체는 최대 $ 5,000까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고 기업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개인 보호 장비 (PPE)
시는 휴일이 다가옴에 따라 남아있는 개인 보호 장비 (PPE) 재고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가장 가까운 기관이나
이웃에 연락하여 30 일 무료 공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ewd.org/PPE를 참조하십시오.
 
IRS의 경제적 영향 지급 요청 기한-11/21/20 @ 12:00 PM PST
국세청 은 11 월 21 일 오후 12시 (태평양 표준시)까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영향 지불에 등
록해야한다는 알림 을 발행했습니다 . 또한 배우자에게는 $ 1,200, 적격 자녀 당 $ 500를받을 자격이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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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영향 지불에 대한 등록은 일반적으로 결혼 한 부부의 경우 $ 24,400, 독신의 경우 $ 12,2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을 위해 설계된 Non-Filers 도구 를 사용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이 도구 는 다른 사람이 부양 가족으로 주장 할 수 없습니
다. 여기에는 노숙자와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정을 겪고있는 부부와 개인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클릭 하십시
오 .
 
웨비나 :
주 재무장 Fiona Ma가 주최하는 중소기업을위한 CA 리소스-월요일, 11/23/20 @ 11AM
샌디에고 및 임페리얼 밸리 중소기업 개발 센터 (SBDC)에서 주최하는 무료 웨비나에 캘리포니아 주 재무 부장 Fiona Ma 및
Small Business Majority에 가입하십시오. 웨비나에서는 CalCap for Small Businesses, California Office of the Small
Business Advocate (CalOSBA), California Business Investment Services (CalBIS), California Rebuilding Fund, IBank, United
를 포함하여 주 수준의 소규모 기업이 이용할 수있는 프로그램 및 리소스에 중점을 둡니다. Way, CalSavers 은퇴 저축 프로
그램.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
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리소스
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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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888-
777로 보내십시오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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