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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아래의 오늘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소규모 비즈니스를위한 $ 10,000 GRANT 
Verizon의 250 만 달러 투자로 LISC는 COVID-19의 유행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금융 위협에 직면 한 소규모 기업에 중
요한 구제 및 탄력성 구축 지원을 제공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유연하고 저렴한 자본에 접근 할 수없는 역
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색채 기업가, 여성 소유 기업 및 기타 기업들에게 최대 10,000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Verizon은 "Pay It Forward Live"온라인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강조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정보 및 여
기에 등록하십시오 .    
 
환승 업데이트
3 월 30 일 월요일부터 모든 Muni Metro 및 경전철 노선이 버스로 대체됩니다. 여기에서 SFMTA 업데이트에 연결하
십시오 .
 
유료 병가 안내
샌프란시스코 노동 기준 집행 국 (OLSE)은 현 지역 건강 상 응급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유급 병가 사용에 관한 업
데이트 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0 년 3 월 24 일 지침은 유급 병가 자격 및 고용 분리를 명확히합니다.
 
지침은 h�ps://sfgov.org/olse/san-francisco-paid-sick-leave-coronaviru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OLSE는 기본 웹 페이지 ( h�ps://sfgov.org/olse) 에 추가 지침 및 리소스를 게시했습니다 .
 
근로자 및 가족 최초의 유료 병가 프로그램
뉴욕시는 직원들에게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기 위해 SF에 위치한 직원들 에게 사업 에 상환 하기 위해 천만 달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선착순입니다. 자금의 일부는 직원 수가 50 명 미만인 사업체를 위해 예약되어 있으
며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SF 직원에게 추가 병가를 지불하면 추가 병가에 대해 시간당 $ 15.59 (최대 40 시간)를 상환합니다. 최대 $ 311,176
(풀 타임 직원 499 명에 해당)까지 상환합니다.
 
FAQ를 검토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HCSO 및 FCO 고용주 연례 보고서-취소
시장의과 일치 2020년 2월 25일의 비상 사태 선포 , 도시는 HCSO과 FCO의 2019 연례보고 양식을 제출 고용주의 요
구 사항을 취소한다 .
 
HCSO 및 FCO의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은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는 고용주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COVID-19 비상 사태 동안 샌프란시스코 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www.sfgov.org/olse 를 방문하십시
오 .
 
예술 릴리프 프로그램-사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이번 주 초 런던 N. 브리드 시장 은 COVID-19의 재정적 영향을받는 작업 예술가와 예술 및 문화 단체에 직접 투자 하
는 예술 구호 프로그램 을 발표했습니다 . 예술 구호 프로그램은시에서 처음으로 25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150 만 달러는 문화 혁신 센터에서 관리하는 개별 예술가, 교수 예술가, 중소 규모의 예술 및 문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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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은 흑인, 원주민, 이민자, 트랜스 및 장애인과 같이 가장 취약한 문화 인구를 대상으로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 할 것입니다 . 개인은 최대 $ 2,0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 보너스는 $ 5,000에서 $ 25,000 사이이며 예
산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일반 운영 보조금은 임대료와 급여를 지불하고 직원을 유지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예술
가와 조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백만 달러는 북부 캘리포니아 그랜트 메이커 의 ALF (Arts Loan Fund)가 관리하는 중소 예산 예산의 예술 및 문화 단
체에 저금리 대출에 사용될 것 입니다. ALF는 회전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이미 예술 및 문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F Arts Commission에서 확인하십시오 . 
웨비나
3 월 27 일 금요일 오후 2시 :
Square는 Square Online Store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구축하기위한 전자 상거래 모범 사례와 웹 사이트의 모양과
느낌을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을 다루는 "비즈니스 온라인 방법"에 관한 전자 상거래 웹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 웹
세미나에 등록하십시오 .
 
3 월 30 일 월요일 :
8 군 감독관 Rafael Mandelman 과 함께하는 Castro 지역 상인 가상 타운 홀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지속적인 서비스 및 리소스
소규모 기업을위한 모든 리소스, 연락처 및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www.oewd.org/covid19 를 계속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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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고용주 협회 ( California Employers Associa�on) 는 해고, Furloughs 등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COVID19와 관련된 웨비나 및 기타 리소스에 액세스하십시오 .
 
SFMTA , BART 및 페리 는 대피소에서의 탑승자 수 감소로 인해 일정이 축소되어 운행 되고 있습니다.
 
주차 시행 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
 
보호소에서의 주요 공공 사업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 h�ps://sfpublicworks.or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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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