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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주제: SBC 회의; 베이 지역 공지 사항 및 기타 사항
 
 
2021년 7월 23일
 
 
친애하는 독자,
 
모든 Bay Area 카운티에서 COVID-19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은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예방 접종을 받도록 계
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종은 이제 지배적인 변종으로, 더 쉽게 확산되고 우리 커뮤니티에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제기합
니다. 백신 접종은 COVID에 대한 최고의 방어 도구이며 심각한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계속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직원,
친구, 가족 및 이웃 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백신은 이웃에 위치한 사이트와 모바일 백신 노력을 통해
적격한 모든 거주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sf.gov/는 getvaccinated .
 
항상 그렇듯이 중소기업청은 우리 가 이 대유행으로부터 회복 하고 재건 하는 동안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
다 . 저희 사무실은 방문 및 예약을 위해 완전히 재개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
554-6134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기업이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 를 확인 하도록 권장 합니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중소기업 위원회 회의 –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위원회(SBC)의 정기 회의에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월요일 일정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발표: 샌프란시스코 경제 재개 현황 샌프란시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 Ted Egan, 샌프란시스코 경제 현황 검토 
해설서 : 샌프란시스코 경제 재개 현황 : 7월

 
SFGovTV 에서 생중계 시청 : h�p://sfgovtv.org/ch2live 
 
위의 사항 중 하나에 기록 된 여론 수렴과 중소기업위원회를 제공하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bc@sfgov.org , 또는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회의에 참가.   
공개 의견은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146 399 4657 . 오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
시오. 대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3을 다이얼하십시오. 
 
베이 지역 공지
Bay Area 카운티는 모두에게 실내 마스킹을 권장합니다.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일일 신규 COVID 사례는 8배 증가했습니다. Bay Area 카운티는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공공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여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추가 예방 조치입니다. 기업은 직원과 고객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실내 영역에 들어가는 고객에 대해 보편적인 마스킹 요구 사항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직장은 Cal/OSHA 요구 사항을 준수해
야 하며 고용주가 주변 사람들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직원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
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여기 에서 전체 보도 자료를 읽으 십시오 .
 
3 베이 에어리어 카운티 공중 보건 공무원은 고용주에게 직원 예방 접종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3개의 베이 지역 카운티(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및 콘트라 코스타)는 고용주가 COVID-안전 작업장을 촉진하기 위해 직
원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COVID-19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개인은 심각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료 면제 또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매우 제
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 조건으로 예방 접종을 요구함으로써 안전한 직장 환경을 유지하고 근로 연령 개인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 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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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보다 COVID-19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낮거나 입원이 필요합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가 적절한 작업장 보호를 준수하도록
하는 모범 사례로 자기 증명보다 COVID-19 예방 접종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건강 명령 및 지침
건강 명령 C19-07y
2021년 7월 20일, 샌프란시스코 보건 담당관 은 고위험 환경에 대한 예방 접종 의무 요건을 명확히 및/또는 업데이트하기 위해
건강 명령 C19-07y – 함께 안전한 반환을 개정 했으며, 예방 접종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 이 공중 보건과 협력할 의무를 생성했습
니다. 에 관계없이 예방 접종 역의 요청 및 충동 모든 사람을 t 우리는 때 실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C19-07y에 대한 자
세한 내용 은 FAQ 를 참조하십시오 .
 
검역 지침 2020-02e
어제 보건 담당관 은 밀접 접촉자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과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을 구분하기 위해 검역
지침 2020-02e 를 수정했습니다 . 도움말을 천천히 COVID-19의 확산 및 보호 취약 개인이 필요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f를 ully
가 V 누가 진단을 사람에게 노출이나 가능성을 accinated 이 지침에 나와있는 규칙 COVID-19 자체 검역 대상이 . 심지어 f를 ully v
에 COVID-19해야 자기 모니터와 함께 사람과 가까이 접촉 한 accinated 사람들이 그들이 증상이 분리하면 다음을. 이 자기 검역 r
에 equirement을 포함, 도시에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 하지 않는 사람 f를 ully V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위험을 accinated하고 있습니
다. 이것에 업데이트 지침은 COVID-19 완료 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 포함 예방 접종을하지만, 열거 된 규칙 들 자세한 내
용은 협의 hould.
 
기업이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과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요구 사항의 차이점 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도
록 보건 담당자 도 이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 격리 및 격리 지침과 자택에 있어야 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지침 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cology SF 요금 지불 – 7월 30일 이전에 조치를 취하십시오
2017년 요금 적용에 관한 올해 초 Recology의 발표 와 일치하게 , Recology 는 적격한 샌프란시스코 요금 납부자에게 지불하고 있
습니다. 2017년 7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 Recology 계정 (상업용 또는 주거용) 이 있는 경우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대한 빨리 결제를 받으려면 이메일이나 엽서에 제공된 고유 ID와 PIN을 사용하여 www.SFRatePayment.com 에 로그인 하고 결
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옵션에는 실물 수표 또는 전자 지불이 있습니다. 전자 지불 선택 마감일은 2021년 7월 30일 입니다. 7월
30일 마감일까지 지불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2021년 8월 6일에 Recology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종이 수표가 자동으로 우송됩
니다 . 
 
지불 금액은 계정 보유 기간, 요율 기간 동안 지불한 금액, 서비스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을 보려면
www.SFRatePayment.com으로 이동 하여 고유 ID와 PIN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십시오. 고유 ID 및 PIN이 포함된 이메일 알림이나 엽
서를 받지 못한 경우 Recology의 결제 관리자( 855-654-0939)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귀하의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유흥업을 위한 설문조사
샌프란시스코에서 엔터테인먼트 또는 유흥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찾고 있
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원회는 COVID-19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유흥 산업 종사자를 위한 후속 설문조사를 만들었
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엔터테인먼트 위원회와 시의 산업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알리는 것입니다. 8월 9일
까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고 설문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영어   |  ESPAÑOL   |  中文   
 
제안 요청 – 동남 커뮤니티 센터 카페 임대
샌프란시스코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SFPUC)는 샌프란시스코의 1550 Evans Avenue에 있는 새로운 남동 커뮤니티 시설에서 카페
를 임대, 마케팅 및 운영할 자격을 갖춘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새 건물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2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건물 입구 근처 1층에 위치할 요리를 하지 않는 카페 공간도 213제곱피트의 카운터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109평방피트의 저장
공간과 1500평방피트 이상의 좌석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SFPUC는 새로운 카페가 캐주얼하고 저렴하며 가족 친화적이며
지역 사회에 호소력 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 거주자, 인근 근로자 및 방문객의 수를 감안할 때 음료,
간단한 식사 및 테이크 아웃을 위한 큰 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카페 운영자는 현장에서 이벤트 및 회의를 위한 케이터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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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 요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RFP 문서 및 첨부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웨비나:
사업체 소유를 위한 법적 필수 사항 –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SF LGBT Center와 Start Small Think Big이 주최하는 이 워크샵은 유한 책임 법인의 이점, 서면 계약/계약의 유연성 및 이점, 온라인
비즈니스, 지적 재산권 기초 등. 여기에서 답장을 보내세요 .
 
자본에 대한 액세스 -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대부분의 기업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작하거나 성장하기 위해 돈을 얻는 방법입니다. T 그는 북한 카운티 비즈니스 리소스 센
터 수 당신이 자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기금 제공자 패널이 참석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대
상과 준비 방법, 자금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자금 규모, 이들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 관심을 끄는 항목,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유한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서로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하십시오 .
 
4주 가상 비즈니스 클래스 : Dream Keeper Start Smart – 화요일, 11:00AM-1:00PM (2021년 8월 3일 시작)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거나 성장시키고 싶다면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가 바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4주 Start Smart 프
로그램에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소규모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을 원하시
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우선 순위 L의 인도 표준시 :
Dream Keeper Ini�a�ve는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업가를 지원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3,0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샌프란시스코 거주자
여야 하며 Bayview 및 Fillmore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채권 및 재정 지원; 메리웨더 와 윌리엄스 W orkshop - 오후 2시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SFO ) 은 SFO가 건설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소기업에 제공하는 지원을 설명하는 웨비나에 귀하를 초대
합니다 . SFO의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 팀은 Merriwether 와 Williams가 주최하는 계약자 개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웨
비나 를 마련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다음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계약 성공; 기술적 도움; 입찰 문서 검
토; 계약 모니터링; 결제 가속화. 여기에서 등록 하십시오 .
 
 
자금 조달 자원 업데이트 :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복구 대출 기금 - NEW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 은 샌프란시스코 소기업에 0% 이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의 출시
를 발표했습니다 . 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은 기존 구제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기업과 자본 접근에 더 큰 장벽에 직면한 기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운전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합니다. 
 
SF 중소기업 복구 융자 기금은 지금 대출 신청을 접수. 소기업 은 www.CALoanFund.org 에서 온라인으로 최대 $100,000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KIVA 및 Main Street Launch,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CDC Small Business Finance,
Pacific Community Ventures 및 Na�onal Asian American Coali�on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DFI)과 협력 하여 캘리
포니아 재건 기금 을 통해 관리됩니다 .          
 
SIA Scotch의 기업가 정신 기금 – NEW
2021년 7월 13일부터 자격을 갖춘 소기업 소유자는 SIA Scotch의 Entrepreneurial Spirit Fund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5명의 수혜자
에게는 각각 $10,000의 보조금과 함께 SIA Scotch Whisky의 창립자이자 기업가 정신의 여정 동안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1세대 쿠
바계 미국인 기업가인 Carin Luna-Ostaseski 와의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 지원은 2021년 8월 10일 오후 6시(동부 표준시)에 마감됩
니다. 적격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문화 및/또는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사람이 51% 이상 소유
연간 총 수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인 영리 기업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바다, 뉴욕 및/또는 텍사스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업을 운영 및/또는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더 알아보고 지원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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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 제로 SF 그랜트 - OPEN
샌프란시스코 환경부의 Kitchen Zero 보조금(최대 $14,250)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에게 무료 식용 식품
구조를 지원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추적 소프트웨어 및 식용 식품 기부 조정으로 추가 처리 비용을 줄입니다. 보조금의 목
표는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잉여 식용 식품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재분배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것입니
다.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한 $14,250는 무료 기부 픽업 및 잉여 식용 식품을 비영리 조직에 배달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소
프트웨어 추적 도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검토 주방 제로 SF 팩트 시트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및 비즈니스와 함께 작동
할 수있는 3 식품 복구 서비스 / 음식 폐기물 방지 파트너를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2021년 9월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신청
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kelly.gaherty@sfgov.org 또는 415-355-3768로 상업 폐기물 제로 보조 코디네이터인 Kelly Gaherty에게 연락하여 오늘 등록하십시
오.  
 
SBA 업데이트
폐쇄된 장소 운영자 보조금(SVOG) – OPEN
SVOG(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신청 포털이 이제 라이브 공연장 운영자, 라이브 공연 예술 기관, 박물관 및 영화관은 물
론 라이브 공연장 프로모터, 연극 제작자 및 재능 대표자가 중대한 경제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SVOG 프로그
램은 162억 달러 이상을 교부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기금 중 최소 20억 달러는 최대 50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적격한 SVOG
지원에 사용됩니다. 적격한 신청자는 총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단일 보조금으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
니다. SBA는 SVOG 신청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접수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신청자를 각각의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h�ps://www.svograntportal.sba.gov/s/를 참조하십시오 .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 – OPEN
COVID-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은 재정적 의무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대출 금액은 30년 기간에 3.75%의 고정 금리로 최대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더 자세
히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sba.gov/eidl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관련 발표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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