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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행복한 추수 감사절! 중소 기업, 우리는보다있어 K 당신을 위해 FUL . 우리는 귀하의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
로 생각하며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귀하의 탄력성과 헌신에 대해 더 감사 할 수 없습니다. 연말 연시와 그 이후에도
저희 와 계속 협력 해주십시오 .
 
사무실 폐쇄 : 중소기업청 은 추수 감사절 연휴로 11 월 2 일 6 일 -2 일 7 일에 문을 닫습니다 . 11 월 30 일 (월)에 재개
합니다 .
 
11/2 4/20 기자 회견 : 경우에 당신이 놓친 기자 회견을 어제 로 이사 공중 보건의 그랜트 콜 팩스 및 경제의 사무실
및 인력 개발 이사 호아킨 토레스 , 클릭 여기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입니다 레드 여전히 T IER 그
러나 그것은 매우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색에 배치하는 경우 T IER 국가가 , SF 롤 다시 추가 사업
과 활동을해야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전 뉴스 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C 도대체
oewd.org/covid19 종종 새로운 정보 및 업데이트 .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상업 퇴거 모라토리엄 연장
오늘 , 시장 런던 N.이 서명 품종 시장 선거의 선언 상업 퇴거 유예 연장하는 중에 날짜가 빨리입니다 - 2021년 1월
31일 또는 발효 일 최근 통과 법안 감독 이사회의 ( 파일 없음 . 201056 ) . 시장의 품종이 처음 발행 된 C ommercial E
vic�on M 오라토리오를 2020년 3월 17일에 와 2020년 9월 29일에 연장을 발행 인해 퇴거되는 것을 방지 중소기업
에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BOS 파일 번호 201056 상업 세입자 유사한 보호를 제공 할 수 있지만,
조례는 효과가 아직 없습니다. 보충 선언됩니다 에 업데이트 된 다음 페이지 곧 : 시장 선거 D의 eclara�ons는 R를
COVID-19 egarding .
 
참고 : 이것은 누락 된 임대료 지불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OEWD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에서 제공하는 임차인 및 임대인 에 대한 유예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Nonprofit Sustainability Ini�a�ve를 통한 비영리 단체 를 위한 310 만 달러의 교부금
11/23/20에 London N. Breed 시장은 비영리 단체 가 공간 을 확보하고 시설을 이전 또는 개조하고 장기 임대 또는 소
유권 을 확보 하기 위해 310 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 비영리 조직이 자금 신청을 초대 등 의 일부 SF
비영리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부동산의 높은 비용을 포함한 비영리 부문을 직면 주소 문제에 대한 여러 기관의
협력 . 정보 세션은 12/3/20 오후 5시와 1/6/20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어워드를 고려하려면 21/1/29 PM 12 시까 지
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
 
프로그램 세부 정보, 자격 및 정보 세션은 communityvisionca.org/sfsustainability를 참조하십시오 .
 
Golden Gate Restaurant Associa�on (GGRA) – SF 레스토랑 소유주 / 운영자 / 요리사 설문 조사
GGRA는에 레스토랑 전문가를 조사한다 도움말 가이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 P의 임대 작성 잠시 시간을내
어 당신의 위치 각각에 대해 설문 조사를 . 참고 : 이 설문 조사에서 수집 된 데이터는 공개 되지만 레스토랑 이름 (선
택 사항 ) 은 GGRA의 내부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하십시오.  영어   |   스페인어 |  中文    |  필리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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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금 : eBay Up and Running Grants- 지금 부터 12/11/20까지 오픈
이 휴가 시즌, 이베이는 중소기업과 뜻 상 보조금과 교육에서 $ 500,000 이상의 다시주고있다 알 자원을. 50 명의
eBay 비즈니스 판매자는 현금, eBay 크레딧, eBay Seller School을 통한 코칭 등을 포함하여 $ 10,000의 보조금 패키지
를 받게됩니다. 이 기회는 중소기업이 2021 년 이후에도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bay.helloalice.com 에서 12 월 11 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십시오 .
 
COV ID -19 정보 등 웹 페이지 에 대한 SF의 프로
공중 보건의 SF 부서 정보 및 지침 지점 출시 기업, 고용주, 직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웹 페이지 :
www.sfcdcp.org/businesses를 . 새 페이지는 산업 / 부문별로 정보를 구성하고 건강 주문 및 지침 업데이트에 대한 섹
션을 포함합니다. 기업 은 직원과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정보와 리소스 를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뉴욕시 캠페인
Mayor Breed의 도시 전역 캠페인을 통해 지역 기업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  

Shop and Dine in the 49   는 비즈니스 휴일 식사, 휴일 시간, 도로변 픽업 옵션, 판촉 선물 및 서비스를 홍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acebook, Instagram 및 Twi�er의 소셜 미디어 @ shopdine49에서 게시
물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해시 태그 # shopdine49를 사용하여 참여하세요.  
우리 윌 다시 C 를 통해 제공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기회 COVID에서시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9에서
쇼핑과 식사와 함께 집에서 휴일, 필요에 도움말 이웃을합니다.
# BuyBlack : 블랙 프라이데이를 재정 의하여 블랙 비즈니스를 지원 합니다. 해시 태그 # buyblack 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재정 의하여 지역 블랙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도록 도와주세요 .

중소기업을 위한 레거시 비즈니스 토요일 지원 !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히 이상이 11월 28일 (토요일) 
일 
이다 소기업 토요일 ! 서비스 용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든, 배

송을 위해 매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든, Legacy Businesses는 이번 휴가철에 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기존 기업은 되는 장기 실행 샌프란시스코 인증 된 기업 문화 자산으로 하는 도시를 . 등록 소에는 이번 휴가
철 에 모든 선물 제공 요구 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60 개의 레거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 기존
비즈니스 목록을 보려면 h�ps://sfosb.org/legacy-business/registry를 방문 하십시오 .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
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
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비즈
니스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ves.asp 에서 찾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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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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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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