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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5 월 15 일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발표 및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
의 하여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십시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급수 시스템 세척 지침
샌프란시스코 공공 유틸리티위원회 (SFPUC)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양질의 물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재
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VID-19 대피소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비
주거용 건물 이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폐쇄하면 건물 전체의 물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어 수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내부 배관 시스템의 정체 된 물에서 수 인성 박테리아가 자랐을 수 있습니다. 
 
SFPUC의 스타트 업 가이드 라인 및 점검표는 고품질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물 서비스가 복원 될 수 있도록 급
수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www.sfwater.org/flushingguidanc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이나 추가 정보는 SFPUC 수질 부서 (650-652-310 0)에 문의하십시오. 설명 된 단계를 완료 한 후 탈
색, 악취 또는 맛 문제와 같은 물에 문제가있는 경우 3-1로 문의하십시오. 도움이 필요 하면 -1 (415) 701-2311 .
 
소매 및 관련 비즈니스를위한 재 개설 지침
어제시 에서는 5 월 18 일 월요일에 소매 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 및 창고를위한 재 개설 가이드 라인 (
SF.gov/curbside 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 )을 발행 했습니다. 놓친 경우에는 어제 전자 뉴스 레터 를 검토 하
십시오. 
 
비영리 단체 및 특별 지구를위한 공공 지원 및 보조금 자원
샌프란시스코 관제사 사무소는 비영리 단체 및 특별 지구가 이용할 수있는 모든 자금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웹 사
이트 에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 응급 상황으로 인해 연방 응급 관리 기관 (FEMA), 캘리포니아 응급 서비스 사무
소 (Cal OES) 및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 보안법 ( CARES Act) 및 기타 출처. 컨트롤러 오피스는 몇 주 안
에 웹 세미나를 주최하여 웹 사이트에있는 이용 가능한 리소스를 이해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질문에 답변 할 것입
니다. 이 웹 사이트는 앞으로 세부 정보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CA Insurance Commissioner, 진행중인 COVID-19 유행병 가운데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부분적으로 환불하도록 주
문 확대 
오늘, DOA (Department of Insurance) CA 리카르도 라라 (Ricardo Lara) 위원장 은 COVID-19 전염병이 지속되는 동안
보험 회사가 소비자와 사업체에게 부분 보험료를 반환하고 필요한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이전 명
령을 연장 하는 게시판을 발행했습니다 .
 
이 공지에는 3 월, 4 월 및 5 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승용차, 상업용 자동차, 근로자 보상, 상업용 다중 위험, 상
업용 책임, 의료 과실 및 기타 보험 라인과 같은 6 가지 보험 라인이 포함됩니다. COVID-19 전염병의 결과로 손실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보험 회사 는 가능한 한 빨리 2020 년 8 월 11 일 이전에 보험료 크레딧, 감액, 보험료 환
급 또는 기타 적절한 조정의 형태로 보험료에 대한 조정 을 제공해야합니다 . 이것은 보험료의 100 %가 아닌 100 %
가 될 것이며 보험 국은 각 보험 회사의 계획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환불이 적절하고 위험 감소를 반영 할 것입니
다.
 
자세한 정보는 insurance.ca.gov를 방문하십시오 . 지난 달에 DOI와 함께 소규모 비즈니스 텔레 타운을 놓친 경우
Lara 위원의 3 분 요약 비디오를보십시오 .
 
사업 기회 : Great Plates Delivery-노인들을위한 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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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in Newsom 주지사는 2020 년 4 월 24 일에 최초의 Great Plates Delivered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65 세 이상의 성인과 COVID-19의 위험이 높은 60-64 명의 성인이 하루에 3 번 영양가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집에 머물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COVID 위기 동안 부유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FEMA에서 승인 한
기간 인 2020 년 6 월 10 일 까지 실행 되지만 주정부는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있는 식당 또는 음식 공급 업체 인 경우 Great Plates Delivered Food Provider 관심 양식 웹
페이지 를 방문하여 페이지 오른쪽의 "시작"을 클릭 한 다음 모든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주정부는 식당 및 음식 제
공 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세부 정보를 샌프란시스코시 및 카운티에 전달합니다. Great Plates Delivered는 로컬에
서 관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로컬 관리자는 다음 단계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연락 할 엔티티입니다.
 
버라이존 -LISC Small Business Relief Grant – 3 라운드 오픈
이전 뉴스 레터에서 발표 한 Verizon의 750 만 달러 투자로 LISC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즉각적인 금융 위협
에 직면 한 소규모 기업에 중요한 구제 및 탄력성 구축 지원을 제공 할 수있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의 1, 2 라운드
가 마감되었으며 3 라운드가 오픈되었습니다! 신청서는 2020 년 5 월 20 일 수요일 오후 11시 59 분 ( EST)에 제출해
야합니다 . 보조금은 $ 5,000, $ 7,500 및 $ 10,000의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조금 개요, FAQ를 읽고 여기에서 신
청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El Rio, Your Dive
 

 
eGi� 카드를 구매하여 El Rio를 지원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십시오!
 
우리 는“금요일 반 조개 껍질 무료 굴”을 위해 일한 후에 보통 엘 리오에 돌입 할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
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용을 위해 전자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가장 좋아하는 레거시
비즈니스 LGBTQ 다이빙 바 중 하나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십시오. 바우처를 가져 오거나 원하는만큼 친구에게 선
물하십시오. 우리 모두 엘리오의 뒷마당 보호 구역에서 곧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살사 일요일, 누군가?).
 
El Rio eGi� 카드는 h�ps://squ.re/2ArhdhR 에서 Square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158 Mission Street에 위치한 El Rio는 1978 년에 설립되어 2017 년 11 월 13 일에 레거시 비즈니스로 승인 된 지역 바
와 이벤트 공간입니다.
 
Osaki Crea�ve Group이 디자인 한 광고 . "브랜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바꾸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대피소 주문시 레거시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및 거래를 강조합니다. 레거시 사
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0 년 이상 운영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한 오랜 지역 사회 봉사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에서 레거시 비즈니스의 전체 목
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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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세미나 :
PPP 대출 용서 설명 – 2020 년 5 월 18 일 월요일 오전 11시 (태평양 표준시)
Y 경우 ou는 최근 중소 기업을위한 잔뜩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승인되었습니다 및 PPP 대출 용서 갖고 싶어, 당
신의 사업은 직원 재고용 및 급여 추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되려면이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합니다. S 중소 기업 커뮤니티 everal 파트너는 당신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함께왔다.
 
Gusto, Opportunity Fund 및 Accion의 신뢰할 수있는 전문가가이 1 시간짜리 웹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여
PPP 대출 용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원 재직 요건 세부 사항
급여 및 기타 적격 비용 추적 모범 사례
개인 소유주 PPP 수령인을위한 팁과 요령
신뢰할 수있는 추적 및 부기 리소스에 대한 제안
그리고 훨씬 더!

 
가입 당신이 당신의 PPP 대출 용서를 마스터 도움이 무료 웹 세미나에 참여하는 오늘. 어려운 과정이지만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리소스에 관한 SBDC (Q & A 웹 세미나) – 2020 년 5 월 19 일 화요일 오후 1시 (태평양 표준시)
소기업을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이 웹 세미나에 참여하십시오.
 

최신 자극 완화 업데이트에 관심이있는 분
EIDL 및 PP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용 등
위기에 관한 비즈니스 통찰력
대유행의 경제적 충격 극복 
전략적 계획에 대한 생각
농민 정보에 대한 자극 완화
보조금 및 기타 자료 업데이트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복구를위한 비즈니스 계획 수정 – 2020 년 5 월 20 일 수요일 오전 10시 (태평양 표준시)
우리가 전례없는 시간을 함께 탐색 할 때 기회 기금은 새로운 경제 상황에 맞게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
한 전략을 공유하고자합니다. Accion, Fi�h Third Bank 및 Opportunity Fund는 귀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있는
전략적 변경을 돕도록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COVID-19의 과감한 영향으로 기존 사업 계획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시작할 필요가있는 경우, Fi�h Third Bank의
전문가는이 무료 웹 세미나에서 복구 사업 계획의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여기에 등록
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중소기업청 ( Office of Small Business ) 은 PPE를 구매하려는 SF 소규모 기업을 위한 리소스로 PPE (개인 보호 장비)
의 현지 공급 업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SF 사업에 PPE를 판매 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 은
sfosb@sfgov.org로 문의 하십시오 .   
 
다시 한 번,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체계에 대해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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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DPH의 건강 지시 및 권장 사항은 다음 사이트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를 신청 하십시오 .
 
연대에서
 
소기업 직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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