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CA Small Biz, Fed Relief p a ck a ge 등을 위한 보조금
 
2020 년 12 월 23 일
 
{ FIRST_NAME | 독자 } 님께 ,
 
이 휴가는 여러면에서 어렵지만 가족 과 멀리서 사랑하는 사람들 과 안전하게 축하 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
니다 . 이번 시즌은 또한 우리의 집단적 회복력을 높일 수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강한 샌프란시스코로서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 다, 의는하자 함께 모여 및 지원 동료 중소 기업.
 
막바지 선물을 위해 지역에서 쇼핑하는 방법 :

Legacy Businesses 는 귀중한 문화재로시에서 인정하는 장기간의 SF 시설입니다. 온 기업 확인 레지스트리
와 지도 그들이이 위치하고있는 곳의를.
Shop & Dine in the 49 는 지역 쇼핑을 위한 SF의 도시 전역 캠페인 입니다. 그들의 웹 사이트 에는 이웃 디렉
토리 , 제작자 및 장인 , 독립 및 가족 소유 식료품 점 등과 같은 수많은 상점 지역 리소스가 있습니다.
흑인 소유 기업 : SF에 상점이있는 흑인 소유 기업 의 지도 와 디렉토리 , 기타 산업 및 서비스 디렉토리를 확
인하십시오 .
 

사무실 폐쇄 : 중소기업 사무실은 2020 년 12 월 25 일과 2021 년 1 월 1 일에 폐쇄됩니다.
 

 
 
중소 기업의 사무실에서 우리 모두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안전하고 건강 할 Y의 휴일, 행복한 새해를. 2021 년 이후
에도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대에서
 
소기업 사무실 – Regina, Rick, Dominica, Rhea, Walter, Carol, Marth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legacy-business/regist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google.com/maps/d/viewer%3Fmid%3D1frl3u5gtCKQYycK-hgkaQ45_nlo%26ll%3D37.76309104011303%252C-122.43524819999996%26z%3D12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hopdine49.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hopdine49.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hopdine49.com/directori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hopdine49.com/pop-up-sho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hopdine49.com/groceri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black-owned-businesses-san-francisco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black-owned-businesses-san-francisco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google.com/maps/d/drive%3Fstate%3D%257B%2522ids%2522%253A%255B%25221ISf4ArIsDh29TVCs22Mnpqe3mysaK05Y%2522%255D%252C%2522action%2522%253A%2522open%2522%252C%2522userId%2522%253A%2522108139342435461297131%2522%257D%26usp%3Dsharin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u/1/d/e/2PACX-1vQZO0owRzfIGcFN4uPgRAMnOJWxcXIWYo1fSyFm3bEi5o6seVuCKUS2fJoC8Lt2R5lj7yQPwDtK8i9W/pubhtml


발표 :
연방 COVID-19 비상 구호 패키지 통과
의회는 2021 년 9 월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9 천억 달러의 구호 패키지 와 1 조 4 천억 달러의 옴니버스
지출 법안 에 합의 했습니다 . 조치가 포함됩니다 COVID-19 완화 에 중소 기업 , 개인과 가족. 법안 은 대통령 의 서명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기업에 대한 지원 ES가 포함 들 :

$ (284) 억받는 추가됩니다 잔뜩 보호 프로그램 (PPP) * 재개의 SOON *
PPP 는 또한 자격 및 용서 확대를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
$ (20) B illion이 추가됩니다 경제 상해 재해 융자 프로그램 (EIDL) * OPEN *
$ (15) ㄴ illion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우리의 그랜트 프로그램 스테이지 * NEW *
이 새로운 교부금 프로그램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장소와 프로모터, 영화관, 박물관, 공연 예술 단체 및 재
능 대표 를 지원할 것 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D에서 $ 3.5 억 세전 이익의 r에 elief 신규 및 기존 SBA는 -backed 중소 기업 대출을 포함 , 7의 (a)를 (504), 및
소액 융자 프로그램 . 이러한 프로그램도 향상됩니다.

 
업데이트 게시됩니다 에 경제의 사무실 및 인력 개발의 (OEWD) 리소스 페이지를 여기에 세부 사항이 확정한다.
 
CA SMALL BUSINESS COVID-19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 * 업데이트 *
세부 사항 및 응용 프로그램 정보 입니다 사용할 수 에 중소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프로그램 유행성 구호 . 11

월 30일 발표 
번째 

국가의의의 일부 소규모 기업 에서 $ (475) 만 구제 패키지 보조금 에 의해 관리됩니다 CA 오피스
스몰 비즈니스 옹호자의 ( CalOSBA )과 분산 을 통해 Lendistry 하는 기술 지원 지역 사회 개발 금융 기관의 중개를.
최대 $ 25,000의 보조금 은 연간 총 수익이 $ 1,000 ~ $ 250 만인 적격 기업과 비영리 단체 에 2 차례의 자금 지원 으로
지급 됩니다. 프로 와 사이의 연간 매출 $ 1,000 - $ 100,000 $ 5,000 받게됩니다; 연간 매출이 $ 100,000 ~ $ 1M 인 기
업은 $ 15,000를 받게됩니다. 연간 매출이 $ 1M ~ $ 2.5M 인 기업은 $ 25,000를 받게됩니다.
 

1 라운드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립니다 30 12월 (수요일) 
일 

, 2020 오전 8:00 닫습니다 금요일 1 월 (8) 
일 
오후

11시 59 분, 2021. 2 라운드는 조만간 발표 될 예정입니다.
 
참고할 중요 사항 :

보조금 은 선착순 으로 발급 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동안 시간을내어 신청서가 정확 하고 필요한 모든 서
류를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
적격 한 비즈니스 지원자 는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기준에 포함 된 COVID-19 영향 요인에 따라 점수를받습
니다 . 보조금은 점수에 따라 분배 됩니다 .
하나의 완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두 라운드에 모두 참가할 수 있으므로 한 번만 신청하십시오 . 자격을 갖
춘 응용 프로그램 첫 라운드에서 보조금을 수여되지는 고려의 다음 자금 조달 라운드로 이월됩니다 .
이것은 연방 기금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기금입니다.
승인 통지는 2021 년 1 월 13 일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FAQ 및 응용 프로그램은 CARe l iefGra n t.com을 방문하십시오 .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파트너 기관 중 하나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일일 정보 웨비나 – S 몰 비즈니스 개발 센터 는 매일 오전 11시 에 웨비나를 개최 하여 프로그램 세부 사항 에 대해
기업 을 교육 하고 지원 프로세스, 지원 팁, FAQ 및 업데이트를 검토 합니다. 이 보조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이
세션 중 하나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웨비나 링크를 보려면 h e re 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로 예약하십시오.
 
12/22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 청문회 – 시청 링크
감독위원회는 어제 지역 스테이-홈 주문의 영향과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유행병에 대한 특별 청
문회를 열었습니다. 발표가 있었다 제공 하여 중소 기업 이사 레지나 딕 - Endrizzi의 사무실, 소기업위원회 대통령
Sharky Laguana , 그리고 경제의 사무실 및 인력 개발 , 예산 및 법률 분석가, 컨트롤러 의 사무실 공중 보건의 및학
과. 놓친 경우 여기 에서 청문회를 볼 수 있습니다 . 청문회는 Genda 항목 # 6 이며 대략 2:28에 시작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vid19relief.sba.gov/%23/#/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businesses-impacted-covid-19%23Federal%2520Relief%2520section#Federal%20Relief%20sectio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areliefgrant.com/partner/san-francisco/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ullerton.zoom.us/webinar/register/WN_DNMLHwM5SSehzRxAKkSFZ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ullerton.zoom.us/webinar/register/WN_DNMLHwM5SSehzRxAKkSFZ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ullerton.zoom.us/webinar/register/WN_DNMLHwM5SSehzRxAKkSFZ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anfrancisco.granicus.com/MediaPlayer.php%3Fview_id%3D10%26clip_id%3D3738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anfrancisco.granicus.com/MediaPlayer.php%3Fview_id%3D10%26clip_id%3D37389


 
이 중요한 포럼에서 전화를 걸어 의견을 표명 한 100 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감사드립니다.
 
겨울 휴가 COVID-19 테스트
샌프란시스코는 COVID-19 양성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시는 무료 테스트 사
이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에 가입 한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테스트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
다. 건강 보험이있는 경우 의사와 검사 일정을 잡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이 알려진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
는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마주 나는 t sf.gov/ ge�estedsf 자세한 내용은 .
 
CA 고용주를위한 성희롱 교육 – 2021 년 1 월 1 일 마감일 직원이 5 명 이상인 CA 고용주의 CA 기반 직원에게는 성희
롱 및 학대 행위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2 년에 한 번 제공되어야합니다. 비 감독 직원의 경우 1 시간, 감독
자와 관리자의 경우 2 시간입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 여러 언어로 된 리소스 및 자료
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FAQ를 검토하십시오 . 
   
 
자금 조달 / 세금 크레딧 알림 :

SF La�no Small Business Fund-공개, 마감일 1/14/21 SF의 라틴계 소기업 을 위해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MEDA)에서 관리하는 최대 $ 50,000의 무이자 대출. 관심있는 사업체는 추첨 에서 신청
할 사업체를 식별하기 위해 추첨에서 고려 될 1/14/21 이전에 대출 문의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medasf.org/fondola�nosf를 방문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FondoLa�noSF@medasf.org로 연락 하거
나 415-612-2014로 전화하십시오. 

        
재개 장을위한 SF의 빛-오픈 비즈니스는 옥외 장벽 및 가구와 같은 매장 COVID-19 안전 조치 비용을 지불하
는 데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미래의 작업에 대해 최대 $ 2k를 상환하고
특정 지역에서 최대 $ 5k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Shared Spaces Equity Grant-공유 공간 위치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기업에 공개 환급합니
다. 여성 소유, 이민자 소유, 레거시 비즈니스 및 기존 문화 지구에있는 비즈니스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소
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포함하여시의 형평성 목표를 발전시키는 지역 소유, 소수 민족
소유 비즈니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5 군 사업 창구 환급 개시 

 D5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해 최대 $ 1,000의 환급을 열어 20 년 3 월 17 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서진 상
점 창구를 교체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 공개 대출은 전염병 기간 동안 CA 소기업에 책임 있고 저렴한 자본에 대한 접근 권
한을 제공하기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주 전체 노력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대출 기관에 의해 제공됩니
다. 2019 년에 최대 50 명의 정규직 직원과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www.CALoanFund.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 

  
Main Street Small Business Tax Credit – 적격 한 CA 소기업이 소득세에 대해 사용하거나 판매 세 및 사용 세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있는 개방형 

 Small Business 고용 세금 공제 . 사업체는 여기 에서 CA CDTFA (C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on)
에 1/15/2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발행됩니다.   

지속적인 리소스 :
대한 COVID-19에 의해 영향을 기업을위한 자원과 정보 , C 도대체 경제의 사무실과 수시로 인력 개발의 자원 웹 사
이트 : oewd.org/covid19 .
 
코로나 (COVID-19) 보건 주문 DPH에서이 됩니다 발견 여기에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 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 요약 테이블 의 현탁액 또는 제한 O n 개의 사업 활동이되어 발견 여기에 . 건강 주문 FAQ 는 여기에서 확인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find-out-about-your-covid-19-testing-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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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20 년 12 월 21 일 업데이트 됨).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는 공급자 는 sfosb@sfgov.org 로
이메일 요청 을 보내야 합니다.
 
기업은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 에 대해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SBA 프로그램과 관련
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
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 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
 
공식 도시 문자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COVID19SF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 질문 및 우려 사항은 3-1-1로 전화하십
시오.

위해 최신 상태로 유지 COVID-19 관련 공지 및 자원에 대한 OSB에서 , 가입 을위한 에서 전자 뉴스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
 
 
 
 
 
 
 
 
 
 
 
 
 
 
 
 
 
 
 
 
 
HEALTH GUIDANCE & DIRECTIVES 
SFDPH는 지속적으로 업계 지침 / 지침을 발행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기업은 건강 지시서 , 여기의 비즈니스 활동 표
와 함께 건강 지침 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필요한 모든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우리는 e- 뉴스
를 통해 새롭고 업데이트 된 지침을 계속해서 발표 할 것입니다.
 
 
SF WATER 및 WASTEWATER BILL 할인 신청
샌프란시스코 공익 사업위원회 (SFPUC)는 전염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비영
리 단체를 돕기 위해 청구서 구제 프로그램을 6 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COVID-19 구제 용 상용 고객 지원 프로그램
은 자신의 물과 폐수 요금 20 % 절감까지 자격을 갖춘 중소 기업 및 비영리 고객을 제공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pply : h�ps://sfwater.org/commercialcovid
 
제안 # 215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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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OEWD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OEWD의 Invest in Neighborhoods 및 Business
Development 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RFP ( Request For Proposals) # 215를 통해 BID 기회를 발표했습니
다 . RFP에있는 3 억 8500 만 달러의 자금은 소규모 기업, 이웃, 비영리 단체, 선출 된 리더, 샌프란시스코 COVID-19
경제 태스크 포스의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OEWD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복구 요구 사항에 대응합니다.
RFP 제안 제출 마감일은 2021 년 1 월 12 일 오후 5시입니다.
 
전체 RFP, 신청 자료 및 지침 은 oewd.org/bid-opportuni�es/RFP-21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입찰자 컨퍼런스 는 2020 년 12 월 18 일 오후 3시 30 분 에 원격으로 개최됩니다 .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자금 조달 / 세금 크레딧 알림 :
 
대출 / 보조금

SF La�no Small Business Fund-공개, 마감일 1/14/21 SF의 라틴계 소기업 을 위해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MEDA)에서 관리하는 최대 $ 50,000의 무이자 대출. 관심있는 사업체는 추첨 에서 신청
할 사업체를 식별하기 위해 추첨에서 고려 될 1/14/21 이전에 대출 문의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s://medasf.org/fondola�nosf/를 방문 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FondoLa�noSF@medasf.org로
연락 하거나 415-612-2014로 전화하십시오. 

        

재개 장을위한 SF의 빛-오픈 비즈니스는 옥외 장벽 및 가구와 같은 매장 COVID-19 안전 조치 비용을 지불하
는 데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미래의 작업에 대해 최대 $ 2k를 상환하고
특정 지역에서 최대 $ 5k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Shared Spaces Equity Grant-공유 공간 위치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기업에 공개 환급합니
다. 여성 소유, 이민자 소유, 레거시 비즈니스 및 기존 문화 지구에있는 비즈니스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소
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포함하여시의 형평성 목표를 발전시키는 지역 소유, 소수 민족
소유 비즈니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5 군 사업 창구 환급 개시 
 D5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해 최대 $ 1,000의 환급을 열어 20 년 3 월 17 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서진 상

점 창구를 교체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 공개 대출은 전염병 기간 동안 CA 소기업에 책임 있고 저렴한 자본에 대한 접근 권
한을 제공하기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주 전체 노력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대출 기관에 의해 제공됩니
다. 2019 년에 최대 50 명의 정규직 직원과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www.CALoanFund.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 

  

Main Street Small Business Tax Credit – 적격 한 CA 소기업이 소득세에 대해 사용하거나 판매 세 및 사용 세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있는 개방형 

 Small Business 고용 세금 공제 . 사업체는 여기 에서 CA CDTFA (C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on)
에 1/15/2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발행됩니다.   

 

웨비나 :
 
신속한 대응 웨비나- 매월 첫째 및 셋째 화요일 오후 2:00 – 3:15  
OEWD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업무 중단, 해고 또는 휴면을 고려
하는 고용주를 위해 격주로 웹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C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Covered
California 및 기타 전문가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받으십시오. 실업 보험, 의료 혜택, 지역 취업 센터 리소
스 등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workforce.oewd.org/ rr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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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
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
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ve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
 
자세한 정보는 311 번으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COVID19SF 문자
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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