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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Fed Relief Bill , 중요 웨비나 및 리소스
 
 
2021 년 3 월 11 일
 
 
독자 여러분,
 
월요일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과를 축하 하는 세계적 날인 국제 여성의 날 이었습니다 . 에서
중소 기업의 사무실, 우리 '재 celebrat는 보내고 여성 비즈니스 소유자와 기업의 성과를. 여성 소유 기업이 지원하
는 지역 사회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중요한 역할을 , 그리고 산업은 리드. 여성 역사의 달 3 월 뿐만 아니라 매일 여성
을 중심으로 지역 사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SF WOMEN 'S HISTORY MONTH MONTH CEREMONY : London N. Breed 시장이 3 월 15 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열리는
2021 Women 's History Month 행사 인 “ 용감한 여성 투표 : 침묵 거부 ”에 가상으로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 . Mayor
Breed의 Facebook , YouTube 또는 Twi�er 채널 에 가입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mayorlondonbreed@sfgov.org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 1.9 조 연방 RELIEF 법안 서명
오늘 Biden 대통령은 1 조 9 천억 달러의 구호 법안 ( 2021 년 미국 구조 계획법)에 대유행 1 주년을 기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이 법안은 미국인의 수백만 원조를 가져올 기업 고투 하는 동안 COVID-19 유행성 및 $ (50)이 포함 억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조를 :

$ 7.25 B 더 을위한 SBA의 봉급 보호 프로그램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으로 $ 2 5B
$ (15) B 추가 사전 지급 을위한 SBA의 경제적 부상 재해 대출 (EIDL) 프로그램
$ (10) B 주 중소 기업 신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라이브 공연장 및 문화 기관을 위한 SBA 의 Shu�ered Venues Operators 보조금으로 $ 1.25 B 추가
커뮤니티 기반 소기업 지원 조직 을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에 1 억 7,500 만 달러 .

 
 
 
SF 비즈니스 S 등록 갱신
재무 및 세금 징수 원의 2021 사업자 등록 갱신 포털은 현재 s�reasurer.org/2020-2021-bus i ness-registra�on-renewal
에 있습니다.
 
참고이 t하십시오 그는 2021 사업자 등록 마감이 된 이연 년 4 월 30 2020년 5월 31일에서 2021 B의 2,019에서 2,020
사이에 usiness의 등록 인증서는 현재 4월 30일, 2021을 통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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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려면 7 자리 비즈니스 계정 번호, 세금 ID 번호의 마지막 4 자리,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발송 한 고유 한 8 자리
PIN이 필요합니다. PIN을 분실하거나 분실 한 경우 새로운 온라인 PIN 을 요청 해야합니다 . PIN 재설정 요청을 처리
하는 데 3-5 일이 걸립니다. 새 PIN은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메일을 검색 할 수없는 경우
온라인 요청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Y는 OU는 마지막에 만든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세무서뿐만 아니라 연락처 정보를. 제공된 정보가 검토 및 확인되면 세무서 직원 이 연락하여 PIN을 제공합니다.
 
 
CA COVID-19 RELIEF GRANT는 : 3-6 라운드
3 라운드 의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COVID-19 구제 그랜트 프로그램은 종료 오늘. 이것은 라운드 1과 2의 대기자 명단
에있는 지원자를 고려하는 비공개 라운드 였습니다 . 이 라운드에 대한 선택 알림 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
로 발행됩니다 .
비영리 문화 기관을위한 4 차 라운드 가 3 월 16 일 부터 23 일까지 열립니다 . Eligi BLE 비영리 문화 기관이 경우에도
새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해야합니다 당신은 이미 적용 이전 라운드.
라운드 5 모든 자격에 대한 새로운 지원자 개방 의 3월 25일에서 31일까지 . 신규 지원자는 신청해야합니다 . 이전
라운드 보조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은 지원자 는 자동으로 라운드 5로 이동됩니다.
라운드 6 응용 프로그램 날짜 모든 자격에 대한 새로운 지원자는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발표 될 .
자격, 기준 및 업데이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AReliefGrant.com 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백신 및 테스트 업데이트

백신 업데이트 : 3 월 15 일까지 SF 는 Bayview, Mission, Excelsior, Portola, OMI, Visitacion Valley, Tenderloin 및
Treasure Island에 거주하는 모든 적격 거주자에게 COVID-19 백신 을 무료 로 제공합니다 (우편 번호 : 94124
94134, 94110, 94112, 94107, 94102, 94103 및 94130 ) . 자격이되는 경우 매일 오전 9 시부 터 오후 3 시까 지
미션에있는 Zuckerberg SF General, Building 30 (1001 Potrero Ave)에 들를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Southeast Health Center (2401 Keith St)는 94134 및 94124 우편 번호를위한 드롭 인이 가능하지만 더 작
은 사이트는 Zuckerberg SF General 과 동일한 수용 인원을 수용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h�ps://s�ealthnetwork.org/covid-19-vaccine/을 방문 하십시오 .

E의 ligible은 65 세 나이 또는 그 사람들을 포함 누가 작업의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작업 : 의료, 보육,
교육, 레스토랑 및 기타 식품 서비스, 교통, 긴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드롭 인의 경우 해당 분야에
서 자원 봉사자이거나 실업자이지만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나이 또는
직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누구도 거절 당하지 않지만 본인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ityTestSF : 의 알림 , 테스트는 여전히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필수 또는 일선 근로자라면 언제든지 테스트를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관 할 때마다
COVID-19의 증상 또는 당신이 때마다 가까이 접촉 COVID-19를 가진 사람의 테스트를 얻을. 대중과 자주 접
촉하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COVID-19에 걸린 사람들의 40 %
이상이 증상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ityTestSF 를 확인하십시오 .

 
건강 ORDER 자주 묻는 질문 : 당신이 있습니까 지역 보건 주문 및 지침 준수에 대한 질문? Red Tier 재개 를 반영하기
위해 3 월 5 일 업데이트 된 도시의 종합적인 건강 주문 FAQ를 검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은, 섹션별로 분류 일반
적으로 기업에 포함되어 , 산업로, 개인 서비스, 소매, 피트니스, 식료품 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 북마크 DPH의
자주 묻는 질문 의 페이지 와 업데이트를 위해 다시 자주 확인합니다.
 
DBI SURVEY : 건물 검사부 (DBI)는 10 개월 전에 전자 계획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를 개선 하기위한 피드백을 찾고 있
습니다. 당신이 DBI와 전자 계획 검토를 사용한 경우, 제발 자신의 설문 조사를 . 5 분 정도 걸립니다. 설문 조사를 시
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웨비나 :
상업 퇴거 보호 조례 이해 – 수요일, 3/17 오전 11시
COVID-19 기간 동안 도시의 상업적 퇴거 모라토리엄 및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웹 세미나를 위해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및 SF 변호사 협회 에 가입하세요 . 발표 후 질의 응답 기회가있을 것입니다. 정합 의 여기 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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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ease Nego�a�ons & SF Commercial Evic�on Moratoriu m (中文 )-Wed, 3/17 at 3PM
중소 기업의 오피스 웹 세미나에 대한 기업가에 대한 법률 서비스, 미션 경제 개발 기관 및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
터와 협력 의 광동어 / 북경어 에 도움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이해 상업 임대 협상을 COVID 19시 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의 상업 퇴거를 모라토리엄. 발표 후 Q & A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해주십시오. 등록기 R
여기 .
 
레스토랑 채용 지금 ! 오리엔테이션 – 월요일, 3/22 @ 1:30 PM
샌프란시스코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OEWD)는 샌프란시스코 휴먼 서비스 에이전시 (HSA)와 제휴하여 전직 및
신규 직원의 재 채용 및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한 채용을 지원할 수있는 서비스를 공유했습니다 . HSA의 채용 정보
지금 ! 프로그램 은 보조금 및 / 또는 임금 상환을 제공하는 도구이므로 기업은이 어려운시기에 자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JobsNOW 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당신은 로그인 일어나하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 상기 가상 오리엔테이션 오후 1시 반 월요일, 3월 22일부터 3일까지 : 00p m를. 3 월 21 일까지 여기에서 등록
하십시오 .  
 
COVID-19 구호 교부금 발견 5 개 및 기타 소규모 사업 구호 – 3 월에 여러 날짜
SBM ( Small Business Majority)에 가입 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가들이 이용할 수있는 20 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및 기타 자본 자원 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 여기 에서 등록 : 3/15 오후 1시 | 3/17 오
후 1시 | | 3/19 오후 1시 | 3/22 오후 1시 | 3/24 오후 1시 .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SBM의 CA 웨비나 캘린더 를 확인하
십시오 .     
 
SBDC 주간 웨비나 – 화요일 오후 1시 및 수요일 오전 10시 30 분
샌프란시스코 - 중소기업 개발 센터에서 우리의 동료 도 아니다 칼 - 호스트 반복 웹 세미나 에 화요일 (SF)과 수요일
에 작은 기업 (NorCal) COVID-19 구호 에서 프로그램 SBA 같은 PPP / EIDL 등, 및 기타 구호 보조금, CA Relief Grant 처
럼요 각 세션 다음 이벤트 광범위한 Q & A 발표.

SF SBDC 캘린더 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에 Q & A 세션이 진행 됩니다 .
수요일 오전 10시 30 분 에 열리는 NorCal SBDC 의 주간 세션에 여기 에서 등록하십시오 .

소규모 사업 자원 보조금 및 대출 :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OEWD의 COVID-19 리소스 페이지 를 확인하십시오 . SF 중소기업을위한 COVID-19
구호 활동에 대한 시장 블로그를 여기 에서 읽어 보세요 . 
 
급여 보호 프로그램 (연방) – 21 년 3 월 31 일 마감
최근 변경 바이든 관리하여 PPP에 수행 된 자본 도움이 작은 기업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여, 확장 에드 자격 및 유연
성을 . P revious PPP받는 사람 수 두 번째 PPP 대출을 얻기 특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도움 이 될 수있는 SF 기
반 조직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PPP에 대한 정보는 sba.gov/ppp를 방문하십시오 .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 (연방)
EIDL 프로그램은 COVID-19로 인해 일시적인 수익 손실을 겪고있는 기업에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자금은 고정 이자율 3.75 %, 대출 기간 30 년으로 운전 자본 및 정상 운영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
yments 1 년 유예되지만 관심을 얻으실 여전히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주) 
대출은 전염병 기간 동안 CA 소규모 사업체를 제공하기위한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주 전체 노력으로 참여 지역 대출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2019 년에 FTE가 최대 50 명이고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www.CALoanFund.or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D10 중소기업 회전 대출 기금 (SF)
Bayview Hunters Point 및 기타 D10 지역의 기업의 경우 3 ~ 5 년 기간 동안 5 % 고정 이자율로 $ 5,000 ~ $ 50,000의 소
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수시로 접수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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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재개를위한 빛 (SF) 
기업은 옥외 장벽 및 가구와 같은 점포 COVID-19 안전 조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
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미래의 작업에 대해 최대 $ 2k를 상환하고 특정 지역에서 최대 $ 5k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리소스 추가 :
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위한 무료 PPE (SF)
일부 지역 사회 단체는 여전히 지역 기업을위한 무료 PPE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PPE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시의 COVID-19 관리 센터를 통해 대량 주문의 안면 보호대 및 손 소독제를 받으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배송은 일반적으로 팔레트 이상의 대량 주문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연락
covidppe@sfgov.org 질문.   
 
JAM 허가 (SF)
대유행 기간 동안 야외 공간에서 엔터테인먼트 또는 증폭 된 사운드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무료 허가를 신청하십시
오. 허용 된 POE (Place of Entertainment) 또는 LLP (Limited Live Performance) 장소에서 야외 엔터테인먼트 를 호스팅
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을받은 경우 JAM 허가 를 신청할 필요 가 없습니다 . 자세한 정보 sf.gov/jam .  
 
SF 그린 비즈니스 프로그램-$ 500 리베이트 (SF) 
친환경으로가는 동안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그린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LED 조명, ENERGY
STAR® 가전 제품, 퇴비화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식기, 더 안전한 세척 및 소독 제품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 최
대 $ 500의 리베이트를 받으세요. 자격을 갖추려면 기업은 그린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인증 단계를 완료
해야합니다. 지금 가입하십시오. 리베이트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자금은 소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evin.kumataka@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공과금 구제 프로그램 연장 (SF) 
샌프란시스코 공익 사업위원회는 2021 년 6 월 30 일까지 6 개월 동안 청구 구제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소기업 및 비
영리 고객이 용수 및 폐수 비용을 최대 20 %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지역 및 주 백신 정보 를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 San Francisco | 캘리포니아

SF에서 살거나 일하십니까? 백신을받을 자격이되면 알림을 받으려면 가입하십시오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목록에 추가하려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십시
오 .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명령 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 은 여기 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주문 FAQ 는시 검사 웹 사이트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COVID-19와 관련된 시장 선언 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시장 보도 자료 는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경제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 주의하십시오 .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
공 했습니다 .
 
311은 SF의 주요 고객 서비스 센터입니다. 제출 온라인 문의 또는 전화는 전화 (SF 이내) 3-1-1 또는 415-701-2311을 .
공식 도시 문자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888-777로 "COVID19SF"문자를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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