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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주제: SBC Mtg, Hospitality Hiring Fair, 웨비나 등

2021년 10월 22일

 

친애하는 독자님,

이번 주말에는 심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는 악천후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국지적 홍수 및 기타 비즈니스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를 위한 팁과 리소스입니다.

사업 준비 를 돕고 홍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사업체가 귀하의 재산에 누수 및 기타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비상 대비 키트를 조립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
다. 더 많은 팁과 리소스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기업들은 이번 주말에 마린 스트리트와 캔자스 스트리트의 모퉁이에 있는 SF Public Works 작업장에서 샌드
백 을 픽업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비상 운영 센터(EOC)는 시 전체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메시지
는 시의 공식 비상 경보 시스템인 AlertSF를 통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 메시지는 Twi�er ,
Facebook 및 Nextdoor 에서도 공유됩니다 .

기업은 www.alertsf.org 에서 AlertSF 에 등록 하거나 우편 번호를 888-777로 문자 메시지 로 등록하
는 것이 좋습니다 .

공유 공간 위치 가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모든 가구 고정
적절한 배수를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과 배수로 주변의 파편을 제거하십시오.
히터를 가져오는 경우 액체 프로판 실린더를 야외에서 수직으로 고정하십시오.

항상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sfosb.org , 이메일 sfosb@sfgov.org 또는 전화 415-554-6134로
문의하십시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건강 명령 업데이트 
 를 놓친 경우 사무실,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를 포함한 특정 환경에서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의 마스크 요

구 사항을 완화하는 개정된 건강 명령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10/20 전자 뉴스레터 를 읽으십시오 .

발표 : 
 중소기업 위원회 회의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위원회(SBC) 정기 회의에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세요. 월요일 일정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해 무료 업데이트. (토론 항목) 첫해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정책 지침 및 업데이트를 검토하는 프레젠테
이션.

승인된 사용으로 간주되는 조례를 제거할 것을 감독위원회에 촉구하는 결의안. (토론 및 실행 항목): 결의안 초
안 , 경제 완화 작업 그룹 권장 사항

SFGovTV에서 실시간 시청: h�p://sfgovtv.org/ch2live . 

위의 사항 중 하나에 기록 된 여론 수렴과 중소기업위원회를 제공하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bc@sfgov.org , 또
는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회의에 참가. 공개 의견은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2480 419 2839 . 오
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오. 대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3을 다이얼하십시오.   

공정한 채용 환대 - 11월 3일 
번째 
페리 빌딩에서 

 OEWD는 에 SF 페리 빌딩에서 공정한 채용 호스 피탈 리티 호스팅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 반 사이 11 월 번째로. 고
용주는 SF의 호스피탈리티 산업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300명 이상의 후보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용주로 등록하고 취업 박람회 자리를 예약하려면 andrew.aboujaoude@sfgov.org 또는 (415) 518-5177로 Hospitality
Ini�a�ve Manager인 Andrew Abou Jaoude에게 연락 하십시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OEWD의 리소스인 WorkforceLinkSF를 확인하십시오 .

비 니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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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Bay 소규모 비즈니스 가이드 
Shop Bay 는 Bay Area 소규모 비즈니스를 찾고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가이드입니다. SF 경제 개발 연합(SFEDA)이 휴
일에 맞춰 출시한 40명 이상의 여성 소유, 흑인 소유, 라틴계 소유, AAPI 소유 기업. 모든 구매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서 직접 이루어지며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처리됩니다. 수익금의 100%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아웃 리치 이벤트 가상 SFO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10월 26일 
일 
오전 10시 

 SFO 도움으로 가상 사회 봉사 활동 세션을 호스팅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자격 (RFQ)에 대한 향후
요청을 알려줍니다. SFO 팀 구성원은 SFO의 마케팅 요구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시의 전문 서비스 등록 및 입
찰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가능한 협력을 위해 다른 회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며 RFQ 프로세스의 공식 시작이 될 사전 제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이메일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서 등록하세요.

소기업을 위한 저비용 부기 서비스 
 시간제 부기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지만 높은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소기업 소유

자이십니까? JVS는 Small Business Majority 및 Turning Basin Labs와 협력하여 저비용 회계 및 부기가 필요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사회의 새로운 부기 담당자를 위한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약당 $100만큼 낮은 차등 요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를 검토하고
jvs.org/bookkeeping 을 방문하십시오 .
 
참고: 이 리소스는 정보 제공을 위해 공유됩니다. 이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OSB 또는 SF 시 및 카운티의 승인
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마감일 소기업을 위한 다음 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10/31 – SF 담배 쓰레기 감소 수수료: 3분기 마감( SF 재무 )
10/31 – CA 판매세 및 사용세: 3분기 납세 기한( CDTFA )
11/1 – SF 사업세: 분기별 예상 사업세 납부 기한( SF 재무 )
11/1 – SF 규제 라이선스 갱신 마감, 2020-2021 및 2021-22( SF 재무 )
11/1 – SF 사업자 등록 갱신 마감, 2021-2022 ( SF 재무 )

 

웨비나

Pitch Decks 소개 – 10/26 @ 오후 3시 
 가족, 친구, 투자자 또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찾고 계십니까? SF-SBDC에 가입하여 성공을 향한 여정에 사용

하는 중요한 도구인 피치 덱에 대한 빠르고 간단한 소개를 듣고 비즈니스 목표에 가장 적합한 피치 덱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피치 데크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기타
팁 및 전략을 알아보세요.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임금 및 시간 위험 관리 : 지불 지금 또는 나중에 지불 (훨씬 더) - 10/27 오전 10 @ 
 방법, 임금과 시간 준수 잘못하면에 대한 뜨거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무료 세미나 캘리포니아 고용주 협회의 법

률 파트너, 더간 맥휴 법률 회사를 가입 위험 영역을 식별하고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는 인센티브로 오류
가 발생하는 비용을 탐색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직원 소유권 촉매 기금 – 11/4 @ 오전 9시 
 Project Equity 및 파트너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소유자가 직원 소유권으로 전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은퇴를 희망하는 소유주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가를 돕는 것이든 직원 소유는 소유
주가 사업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mployee Ownership Catalyst Fund는 직원이 25-100명 이상인 기업에 운전 자본 및 전환/거래 금융을 제공합니다. 여
기에서 등록하세요.

자금 조달 자원 :

Shared Spaces Equity Grant – 21/11/30/21까지 신청: 7월에 감독 위원회는 팬 데믹 기간과 이후에 Shared Spaces를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영구 공유 공간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공유 공간 운
영자에게 2,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유 공간이 새로운 지침을 준수하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
니다. 더 알아보기. 

SF Storefront Vandalism Grant: Storefront Vandalism Relief Grant는 7/1/21 이후에 발생한 기물 파손의 영향을 받은 SF
소규모 비즈니스에 $1,000 또는 $2,000를 제공합니다. 기금은 자물쇠 교체, 새 보안 게이트, 경보 시스템 수리, 새 조
명 추가, 창문 교체, 창문 에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질문이 있는 경우 VandalismRelief@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기업복 대출기금 기업은 에서최대 까지 이자대출을신청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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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소기업 복구 대출 기금: SF 소기업은 www.CALoanFund.org 에서 최대 $100,000까지 0% 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KIVA 및 지역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DFI)과 협력 하여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을 통해 관
리됩니다 .     

경제적 상해 재해 융자(EIDL): COVID-19에 대응하여 소기업 소유자는 재정적 의무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
제적 상해 재해 융자(EIDL)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0년 기간에 3.75%의 고정 금리로 최대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직원 유지 세금 공제: ETC는 직원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직원당 최대 $33,000의 환불 가능한 크레딧
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1일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을 통해 연방 고용세
에 대해 ET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더 알아보기.

GoFundMe 중소기업 구호 기금 : GoFundMe는 COVID-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500의 매칭 그랜트를 제
공하고, GoFundMe에서 기금 모금을 시작하고, 다른 후원자로부터 $500를 모금합니다. 매칭 그랜트의 각 수혜자는
직원을 돌보거나 지속적인 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Hello Alice 는 COVID-19 리소스 센터 에서 자금, e-러닝 가이드 및 멘토링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새로운 표준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은 산업 또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별로 선택하여 자금, 리소스 및 맞춤형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oewd.org/covid19 에서 새롭고 업데이트된 리소스 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COVID-19 관련 발표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지난 e-newle�ers를 읽으 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CALoanFund.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onnect2capital.com/p/californiarebuildingfund/%3Fgclid%3DCjwKCAjw07qDBhBxEiwA6pPbHmoUkhpvnrrXG7V6cCGdI_kbzqbH_6zWbSwx-l4lRVS3AM8murTAaBoCcLMQAvD_Bw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covid-19-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employee-retention-tax-credit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gofundme.com/f/smallbusinessrelief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vid19.helloalice.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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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