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SBC Mtg, 정책 업데이트, 재사용 가능한 가방 등
2020 년 7 월 2 일 4 일
독자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주말에 향할 때, 중소 기업을 위한 발표, 업데이트 및 리소스가 아래에 있습니다 . 당신이 우리의 이전 발표 중 하
나를 놓친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여기 https://sfosb.org/ebulletins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
서 새로운 정보와 자료 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소기업위원회 회의 – 7 월 27 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1시, 소기업위원회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 된 법안 (아래에 표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나고
공유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받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와 관련된 모든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여기서 의제를 검토하십시오 : https://sfosb.org/meetings/10
7 월 27 일 월요일 오전 11:00에 회의를 시청하십시오. https://sanfrancisco.granicus.com/MediaPlayer.php?
publish_id=47&autoplay=1

제안 된 입법 : 기존 건축법-필수 지진 개조-준수 마감일
Raphael Mandelman 감독관은 7 월 21 일에 개최 된 이사회 회의에서 파일 번호 : 200785를 발표했습니다 :
https://sfgov.legistar.com/LegislationDetail.aspx?ID=4599850&GUID=BB388910-635B-494F-8BEDC93D58DE750B&Options = IV | Text | & Search = building + code 는 Tier IV 목재 프레임 건물의 내진 개량 공사
완료 날짜를 2021 년 9 월 15 일로 연장합니다 .
특정 중소 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라이센스 요금의 일시적 면제
고든 마르 (Gordon Mar) 감독은 7 월 14 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사업자 등록 갱신 수수료와 특정 소기업에 대한 특정 라이센
스 수수료를 면제하는 긴급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면제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세금 연도 (2019)에 총 수입이 100 만 달러 이하인 사람과 현지 보건소의 보
호소로 인해 사업을 직접 할 수없는 사람들. 적격 사업체는 또한 상업적 위치에서 운영되어야합니다. 연간 사업자 등록비 및 / 또
는 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이미 지불 한 적격 사업체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Walton과 Stefani는 공동 후원자입니다. 이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fgov.legistar.com/LegislationDetail.aspx?ID=4594649&GUID=3CEF6A67-3E8F-4E7F-BA3BCE210AB6BAC7&Options=ID|Text|&Search=200760을 참조하십시오 .
알림 : 2021 년 사업자 등록 갱신 20/9/30로 연기 됨
COVID-19가 소기업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2021 사업자 등록 마감일은 2020 년 5 월 31
일부터 2020 년 9 월 30 일까지 4 개월이 연기되었습니다. 재무 및 세금 징수관 실은 8 월 초에 온라인 사업자 등록 갱신 양식을
게시 할 예정입니다.
https://sftreasurer.org/covid19 에서 사업자 등록 마감 기한 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비즈니스를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청소
샌프란시스코 환경부는 귀하, 직원 및 고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되는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만들었습니
다. COVID-19의 확산을 줄이면 세척 및 소독에 특별한주의가 필요하지만 많은 제품에는 천식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있
는 거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빠른 팁 :
- COVID-19 승인 안전한 청소 제품 및 소독제를 선택합니다. SF Environment의 대화식 웹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
https://www.sfapproved.org/safer-covid-19-cleaning-products-and-disinfectants ); 특정 에코 라벨이있
는 제품은 세척 효과에 대한 산업 표준을 충족하지만 천식을 악화시킬 수있는 성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소 및 소독제 계획을 작성하십시오.
청소하는 동안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F Environment의 팩트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

https://sfenvironment.org/sites/default/files/fliers/files/sfe_th_factsheet_disinfectant_covid_061820.pdf

재사용 가능한 가방이 돌아 왔습니다. 결제 가방 충전 및 재활용 가능 / 퇴비화 가능한 사전 결제 가방
7 월 13 일 월요일부터 비즈니스에 대한 COVID-19 건강 주문 규칙 및 지침이 개정되어 릴리스되어 고객이 재사용 가능한 백을
다시 매장으로 반입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특정 조치를 따라 자체 물품을 포장하고 재사용 가능한 백이 직원에게 닿지 않도록 보
장 또는 체크 아웃 컨베이어. 상점은 재사용 가능한 백을 금지하는 표시 및 고객이 특정 조치에 따라 자신의 재사용 가능한 백을 가
져 오도록 안내하는 표시를 제거해야합니다.
매장은 또한 새로운 요금 ($ 0.25)으로 결제시 제공되는 수하물에 대한 충전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이 요금은 2020 년 7 월 1
일에 결제 가방 충전 및 재활용 가능하고 퇴비화 가능한 사전 결제 가방 법령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은이를 준수하기 위해
1. 고객에게 허용되는 체크 아웃 가방을 제공하십시오.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체크 아웃 및 사전 체크 아웃 가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계산 대당 최소 25 ¢를 청구하고 고객 영수증에 별도로 청구 내역을 표시하십시오. 기업은 결제 가방 요금을 유지합니다.
3. 허용되는 사전 체크 아웃 가방을 제공하십시오. 모든 사전 체크 아웃 백 (예 :“생산 백”)은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용지 여야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가방 요구 사항, 가방 공급 업체 목록 및 비즈니스 간판과 같은 정보와 리소스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
오. https://sfenvironment.org/checkout-bag-ordinance?
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July2020&utm_content=buttonlink

필수 작업자 라이드 홈 프로그램
Essential Worker Ride Home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로 출퇴근하는 필수 직원을 위해 직장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택시를
타고 집에서 쉬는 동안 대중 교통 서비스의 감소로 인한 격차를 메워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의 필수 직원을위한 집까지의 택시 비용, 한 달에 최대 10 회, 1 인당 최대 70 달러를 포함합니다. 참
가자는 먼저 필수 고용 상태, 필요 및 의도 된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 30 분 사이에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야하는 필수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긴급 관련 운송 서비스 감소
로 인해 대중 교통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적용하려면 SF 환경의 프로그램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sfenvironment.org/essentialworker-ride-home#:~:text=Program%20overview,%2C%20need%2C%20and%20intended % 20 사용
CDTFA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폐쇄
2020 년 6 월 30 일,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CDTFA)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Two Rincon Plaza (121
Spear Street)에서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CDTFA는 CA 판매 및 사용 세 (판매자 허가)를 관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사업장은
캘리포니아 9461 오클랜드 스위트 303 1515 Clay Street에 위치한 오클랜드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오클랜드 사무실 전화
번호는 (415) 356-6600입니다.
납세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로 연락하거나 SanFranciscoInquiries@cdtfa.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CDTFA는 2020 년 6 월에 폐쇄에 관한 특별 고지를 발표했다 : https://www.cdtfa.ca.gov/formspubs/L754.pdf
리소스 스포트라이트 :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 및 비즈니스 기술 지원 제공 업체 인 Working Solutions, 비즈니스 금
융 및 컨설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Working Solutions는 COVID-19 기간 동안 소기업에
도움이되는 리소스로 가득 찬 온라인 가이드 ( https://www.workingsolutions.org/covid-19-resource-guide )를 게시했
습니다 . 여기에는 보조금, 대출 및 지역 및 주 복구 자원에 대한 포괄적 인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업용 임대 지원 파이낸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른 리소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다가오는 워크샵 및 주문형 웨비나 일정을 작성했습니다.

Working Solutions

웹 세미나 페이지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s://www.workingsolutions.org/webinars

지속적인 자원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은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다시 한 번,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체계에 대해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
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order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운영을위한 건강 지침은
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https://sfmayor.org/mayoral-declarations-regarding-covid-19 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를 신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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