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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Sheltering in Place의 2 주차를 맞이할 때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점 앞면과 창문 및 낙서를 안내하기위한 지침 
기업의 숫자는 그들이 보호소 동안 자신의 상점 창을 탑승이 허용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시에 조회 한 에서 장소
기간. 이는 보통 중소 기업이 우리 집행 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 위반 통지를받을 위험에 처하게되지만, 8 구역 감독
관 Mandelman 's 사무실은 건물 검사 및 계획 부서 에 사업 탑승과 관련된 인용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
니다. Shelter in Place 동안 상점 창을 위로 올리십시오 . 
 
공공 사업부는 또한 대피소가있는 동안 낙서 관련 인용이 발행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8 군 감사합니다!

예술 릴리프 프로그램
London N. Breed 시장은 오늘 COVID-19의 재정적 영향을받는 작업 예술가와 예술 및 문화 단체에 직접 투자 하는 예
술 구호 프로그램 을 발표했습니다 . 예술 구호 프로그램은시에서 처음으로 25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입니
다. 150 만 달러는 문화 혁신 센터에서 관리하는 개별 예술가, 교수 예술가, 중소 규모의 예술 및 문화 단체에 보조금
을 지급 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흑인, 원주민, 이민자, 트랜스,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문화 인구를 대상으로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
시 할 것입니다. 개인은 최대 $ 2,0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 보너스는 $ 5,000에서 $ 25,000 사이이며 예산 규
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일반 운영 보조금은 임대료와 급여를 지불하고 직원을 유지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예술가와
조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백만 달러는 북부 캘리포니아 그랜트 메이커의 ALF (Arts Loan Fund)가 관리하는 중소 규모 예산 예술 및 문화 단체
에 저리 융자를 제공 할 것입니다. ALF는 회전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이미 예술 및 문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저
금리 대출을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기대하십시오. 
 
리콜 로지로 상업적 수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 적용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해 San Francisco Shelter in Place 지침의 지시에 따라 4 월 7 일
까지 상업용 수집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웨비나
3 월 25 일 수요일 : 
관리자 인 Ma� Haney와 그의 직원은 내일 3 월 25 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Zoom을 통해 Small Business 정보 세션을
주최합니다 . Zoom Mtg ID : 604-093-418, PW : 715383. Honey Mahagony , honey.mahagony@sfgov.org에 미리 질문을
보내십시오 . 제목에 "작은 비즈니스 정보 세션"을 포함 시키 십시오 . 여기 에서 전단지를 참조 하십시오 . 
 
3 월 26 일 목요일 :
캘리포니아 고용주 협회는 응급 유급 병가 및 유급 FMLA에 대한 무료 웹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여기에 등록하십시
오 . 
 
지속적인 서비스 및 리소스
캘리포니아 고용주 협회 (California Employers Associa�on)  는 해고, Furloughs 등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COVID19와 관련된 웨비나 및 기타 리소스에 액세스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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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MTA , BART 및 페리 는 대피소에서의 탑승자 수 감소로 인해 일정이 축소되어 운행 되고 있습니다.   
 
주차 시행 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 
 
소규모 기업을위한 모든 리소스, 연락처 및 업데이트는 www.oewd.org/covid19 를 계속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특별 행사 및 공지 사항을 놓치지 마십시오.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에 가입
하십시오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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