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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업데이트 된 건강 명령 및 지침; SBC Mtg 등

2021 년 5 월 7 일
독자 여러분,
어머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슈퍼 맘을위한 선물을 찾고 있다면, 우리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가
귀하를 보장해드립니다. 이 막판 카드, 꽃, 과자,이든 지역 쇼핑, 또는 지역 소매점 또는 인근 레스토랑에 선물 카
드의 일부 우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30 일 도전 . 경우 당신이 선
물 아이디어에 어떤 영감이 필요 체크 아웃 legacybusiness.org 및 shopdine49.com .
다음은 소규모 기업을위한 공지 사항과 리소스입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우
려 사항이 있으면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우리는 기업들이 자
원을 위해 자주 oewd.org/covid19 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 2021 년 5 월 10 일 월요일 오후 4시 30 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법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위원회
(SBC)의 정기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월요일 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BOS 파일 번호 210303- 관리 코드 -Neighborhood Anchor Business Registry 생성. 설명 문서 : 입법 입법 다이
제스트
BOS 파일 번호 210381-계획 코드-마사지 시설 구역 제어. 설명 문서 : 입법 입법 다이제스트
프레젠테이션 : COVID, 인프라 프로젝트, 벌금 및 Mission Street Corridor를 따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의 영향. (토론 항목). 발표자 : Lucia Obregon, MEDA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프레젠테이션 : 혼잡 가격. 설명 문서 : 2021 년 봄 연구 발표 웹 페이지
프레젠테이션 : 중소기업위원회 및 샌프란시스코 주 설문 조사. 발표자 :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학교 경제
학 과장, Anoshua Chaudhuri 교수
SFGovTV 에서 생중계보기 : h p://sfgovtv.org/ch2live
위의 사항 중 하나에 기록 된 여론 수렴과 중소기업위원회를 제공하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bc@sfgov.org , 또
는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회의에 참가.
공개 의견을 원하시면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 187448 2664 . 오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
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오 . 대기 할 준비가되면 * 3을 누르십시오.
건강 명령 및 지침 업데이트
샌프란시스코 는 이제 Yellow Tier에 있습니다. 공중 보건부 (DPH) 는 노란색 계층 에서 허용되는 추가 비즈니스 및
활동의 확장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 명령 및 지침 을 업데이트했습니다 . 기업은 DPH 웹 사이트에서 귀하의 업계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하고 지침 전체를 검토해야합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최신 버전의 HSP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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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lan), SDP (Social Distancing Protocol)를 보유 하고 있으며 표지판 게시 및 환기 요구 사항과 같은 모든 건강
요구 사항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토 할 몇 가지 리소스 / 문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주문 C19-07 w
C19-07의 변경 사항 요약 -중요한 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비즈니스 용량 및 활동 표 – 노란색 계층에 대해 허용 된 활동 및 용량 제한에 대한 새로운 변경 사항 요약
리소스 및 건강 및 안전 계획 (HSP)으로 업데이트 된 건강 지침
Face Coverings Order C19-12 – 업데이트 : 5/4/21 . C19-12f와 C19-12e를 비교 하는 레드 라인 은 변화를 보여
줍니다 .
모든 신규 및 업데이트 된 DPH 지침 / 팁 시트 목록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 은 변경 사항 요약 전체를 검토 하십시오.
일반 COVID-19 안전 요구 사항 :
얼굴 가리개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군중 (예 : 300 명 이상의 후원자 또는 참가자)에있을 때를 제외하
고는 야외에있을 때 얼굴 덮개를 착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6 피트).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예
방 접종을받지 않은 모든 개인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안면 덮개를 휴대해야합니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과 상호 작용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실외를 포함하여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신체적 거리감 : 다른 가정에서 예방 접종을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예방 접종 상태를 알 수없는 개인
은 신체적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 피트 실내에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
으로 많은 야외 환경에서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
나 소리를 지르거나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산소 운동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안에는 실
외에서 최소 6 피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완전히 예방 접종을받은 개인이있는 특정 실내 및 실외 환경을 포
함하여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 : 처음에는 COVID-19 건강 규칙이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사람들과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사람들
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지만, 완전히 예방 접종을받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제한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예방 접종을받은 사람들은 야외 모임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적고 집이나
기타 사적인 장소에서 특정 실내 모임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적습니다. 그들은 특정 대규모 라이브 청중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더 적은 제한으로 완전히 예방 접종을받은 구역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격
리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검역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fcdcp.org/quaran nea ervaccina on 참
조 ). 완전 예방 접종을받은 개인의 경우 실내에서 다른 가정과 대규모 모임을 갖는 등 건강 명령에 따라 허
용되는 활동에 참여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개인은 가능한 한 빨리 완전히 예방 접종을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즈니스 카테고리 :
식료품 및 소매점 :
실내 식사를위한 안전 규정에 따라 매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허용됩니다. 음식 또는 음료 항목
의 셀프 서비스는 실내 식사 규정에 따라 테이크 아웃 소비 또는 현장 소비에 허용됩니다.
쇼핑 센터 ( 동봉 된 쇼핑몰 포함 ) :
실내 공용 구역은 덮개 요건과 서로 다른 가구 사이의 최소 6 피트 거리에 따라 재개 장 할 수 있습니다. 실
내 푸드 코트는 최대 50 %까지 개방 될 수 있지만 ( 고객 200 명의 상한이 해제 됨) DPH가 승인 한 환기 조치
중 하나와 고객이 푸드 코트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합니다.
식사 :
실외 :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노인과 만성 질환이나 면역 체계가 약한 기타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후원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합니다.
고객은 야외에 앉을 때 안면 커버를 벗길 수 있습니다. 서버 및 기타 직원은 계속해서 안면 덮개를 착용
해야합니다. 고객이 어떤 이유로 든 실내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고객은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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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커버를 씌워야합니다.
가정 간 거리 모니터링 및 사용자 간 청소 시스템을 통해 셀프 서비스 음식 사용 및 뷔페가 허용됩니다.
실내 :
고객에 따라 최대 50 % 점유로 실내 개방 (200 인 제한 해제) .
테이블은 8 명 (6 명에서 증가)으로 증가하고 가구 제한은 없습니다 (테이블 당 3 세대 제한은 해제 됨).
현장 직원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N95 사용 권장 사항이 해제
됨).
일반인 (실내 또는 실외)에게 개방 된 모든 식당은 식당과 관련된 상대적 위험을 설명하는 표지판을 게
시해야합니다. 표지판은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노인과 만성 질환 또는 면역 체계가 약한 기타 예방 접
종을받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예방 접종을 권장해야합니다 (현재 표지판 요구 사항
을 완화 함).
가정 간 거리 모니터링 및 사용자 간 청소 시스템을 통해 셀프 서비스 음식 사용 및 뷔페가 허용됩니다.
바:
Ou t 문 :
고객은 야외 식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에 따라 앉을 때 안면 커버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내 :
최대 100 명까지 25 % 수용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내 식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
니다. 포도주 양조장, 양조장 및 양조장은 동일한 용량 및 안전 규칙에 따라 개방됩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바 :
야외 식사가 가능하며, 고객 기준 최대 50 % 점유로 실내 식사가 가능합니다 (200 인 제한 해제).
피트니스 클래스 :
집 밖의:
거리를 유지하는 한 얼굴을 덮는 조건을 해제하고 에어로빅 및 심장 강화 피트니스 클래스의 경우 최
소 6 피트, 다른 클래스의 경우 최소 6 피트를 권장합니다.
실내 :
그룹 유산소 운동 또는 유산소 운동 (스핀, 부트 캠프, 킥복싱 등)뿐만 아니라 핫 요가 또는 유사한 그룹
수업에 최대 50 % 수용 (25 % 수용에서 증가) 및 총 200 명 이하 (증가) 모든 강사와 참가자가 항상 안면
커버를 착용하고 가구 사이에 최소 12 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한 공간에 있어야합니다. DPH에서 승인
한 환기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구현하는 경우 모든 유산소 또는 유산소 피트니스 클래스에 대해 거리를
6 피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이 고정 된 장비에 있어야한다는 요구 사항이 들림).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
집 밖의:
거리 유지를 포함한 안전 수정으로 개방 (거리가 유지되면 안면 커버 요구 사항이 해제되고, 유산소 및
유산소 운동의 경우 최소 6 피트, 다른 운동의 경우 최소 6 피트 권장), 특별한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실내 :
고객 만 기준으로 최대 50 % (25 %에서 증가)까지 개방합니다.
사우나와 한증막은 실내 체육관 안전 규칙에 따라 25 %의 용량으로 개방되며 실내 수영장의 안전 규칙
에 따라 실내 온수 욕조가 열립니다. DPH에서 승인 한 환기 조치 중 하나 이상이 구현되면 고객은 최소
6 피트 떨어진 곳에서 유산소 또는 유산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고정 된 장비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들림). 방이나 공간에 DPH 승인 환기 조치가 구현되지 않은 경우 심장 강화 또는
유산소 운동에 참여하는 고객은 12 피트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실내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는 아파트 및 콘도 건물, 호텔 및 기타 환경에서 최대 50 %까지 개방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실외) :
완전히 예방 접종을받은 고객은 야외에서 안면 덮개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비 필수 사무실 :
최대 50 % 용량 (25 %에서 증가)으로 개방되지만 재택 근무가 가능한 모든 근로자는 계속 그렇게해야합니
다. 완전히 예방 접종을받은 근로자는이 수용 능력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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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기는 가상으로 또는 예약을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주 지침에 따라 오픈 하우스는 여전히 허용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창문을 열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환기를 제공해야합니다.
라이브 청중이있는 이벤트 및 전문 스포츠를위한 엔터테인먼트 장소 :
집 밖의:
최대 67 %의 수용 인원 (고객 만 해당, 50 %에서 증가)은 물리적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완전 예방 접종
을받은 모든 구역 및 모든 스위트의 고객은 전체 수용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장소 운영자는 스위트를 포함하여 지정된 완전 예방 접종 구역에 대한 거리 규칙을 최대 100 % 수용 가
능하고 다른 구역에서 최소 6 피트 (주 규칙 변경시 12 피트에서 감소)에 위치 할 수 있습니다 .
식사 또는 음주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0 명 이상의 후원자가있는 모든 행사 (완전 예방 접종 섹션 포함)
에는 안면 커버가 필요합니다.
(1) 항상 안면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음) 또는 (2) 300 명 미만인 경우 청
중이 4,000 명 미만인 이벤트에는 음성 COVID-19 테스트 또는 예방 접종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
당 이벤트에 식음료 서비스가있는 청중 (100 명에서 증가)
실내 :
고객 만 기준으로 최대 50 % 수용 가능 (정원 35 %에서 증가) 및 물리적 거리 제한 규칙이 적용되며, 완
전 예방 접종 섹션과 모든 스위트의 고객은 전체 수용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장소 운영자는 스위트를 포함하여 지정된 완전 예방 접종 구역에 대한 거리 규칙을 최대 100 % 수용 가
능하고 다른 구역에서 최소 6 피트 (주 규칙 변경시 12 피트에서 감소)에 위치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된 건강 및 안전 계획 은 청중이 300 명 이하이거나 수용 인원이 최대 25 % (200 명에서 최대 15 %까
지 증가) 중 더 적은 이벤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았지만 해당 이벤트는 다른 모든 안
전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1) 청중 300 명 이하 또는 최대 25 % 수용 인원 (200 명에서 증가 또는 최대 15 % 수용 인원) 중 더 적은
이벤트에 대해서는 음성 COVID-19 검사 또는 예방 접종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항상 안면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음) 또는 (2) 해당 이벤트에 음식 또는 음료 서비
스가있는 청중에서 200 명 미만 (50 명에서 증가).
야외 예술, 음악 및 연극 축제 :
최대 100 명의 후원자 (50 명의 후원자에서 증가)와 함께 조직되고 감독되는 이벤트에 개방됩니다. 지정된
좌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예방 접종 및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사람들의 안면 가리개 및 거리두기에
대한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양식 571-L 비즈니스 개인 재산 명세서 제출 – 5/7 마감
샌프란시스코에있는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매년 사업 재산 명세서 (양식 571-L)를 제출해야하며, 이
는 사업 개인 재산 (예 : 장비, 가구, 컴퓨터 등) 및 개량 (예 : 임대)의 취득 비용을 식별합니다. / 임차인 개선, 무역
설비 등), 재고 제외, 평가원 사무실에. 2021 년부터 납세자는 새로운 전자 파일 포털을 사용하여 571-L (비즈니스),
571-R (아파트), 571-STR (단기 임대) 및 576-D (선박)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및 선박 소유주는
h ps://online.sfassessor.org/ 를 방문 하여 2021 년 2 월 평가실에서 발송 한 통지에있는 엔티티 ID 및 PIN을 사용하
여 계정 / 재산을 등록하고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있는 경우 에서 자신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sfassessor.org 또는 이메일을 보낼 askbpp@sfgov.org .
연방 세금 신고 알림 – 5 월 17 일 마감
T 그는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전 확장했다 5 월 17 일 2021 년 4 월 (15), (2021)에서 2020 과세 연도에 대한 기한을 제
기 연방 소득세를 당신이 연기 기간이 지난 파일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당신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일 확장
자 . 이 연장은 10 월 15 일까지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합니다. 파일 확장자는 지불 확장자가 아닙
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 빚진 금액에 대한 벌금 및이자를 피하기 위해 5 월 17 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의 월간 하이라이트
중소기업 30 일 도전
Mayor Breed, Small Business Commission 회장 Sharky Laguana, 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 on Agency 이사
회 이사 및 중소기업 소유주 Manny Yeku el 과 함께 Small Business 30-Day Challenge에 참여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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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십시오. 월의 달을 위해, 우리는 시도 및 지역 중소기업과 레스토랑 만 선심 쓰는 척 SF 주민들을 격려 . 가
입하려면 smallbiz30.com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제 17 회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주간
샌프란시스코의 강력하고 활기찬 중소기업 커뮤니티 를 축하 하기 위해 2021 년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비즈니스
주간에 참여하십시오 . 프로그래밍은 소기업 여정의 모든 지점에서 소기업 소유자를위한 의미있는 리소스와 정
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네트워킹 기회, 비즈니스 구축 워크숍, 영감을주는 콘텐츠로 가득한이 이벤트는 시
작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르는 기업가를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모든 이벤트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차양 비 면제 – 5 월
매년 5 월 소기업의 달에 따라 차양 교체, 차양 교체 표지판 및 보행자 수준 조명에 대한 허가 수수료는 건물 검사
및 기획부 허가 검토 수수료 외에 소방서 및 공공 사업에 대해 면제됩니다. 지금이 기회를 활용하여 정상 비용의
일부로 비즈니스 외관, 간판 및 조명을 개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웨비나 :
당신의 좋은 이름을 보호하기 – 2021 년 5 월 12 일 수요일 오후 6시
상표, 도메인 이름, 회사 이름, DBA, 로컬 가상 이름 파일링 – 다양한 비즈니스 이름 권리 세계는 복잡하고 혼란 스
럽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타인의 명의 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 이름을 신중하
게 검색하는 위치와 방법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및 브랜드 이름을 등록하여 인지도 및 가치를 구축하고 시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귀하의 이름 권리.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등록 하십시오 .
연방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SBA 관리자와의 Q & A – 2021 년 5 월 13 일 목요일 오전 9시 30 분
미국 중소기업청 (SBA)의 이사 인 Isabel Guzman과 중소기업 다수가 대유행 영향을받은 중소기업을위한 연방 구
호 프로그램에 대한 유익한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Guzman 관리자와 자본 접근, 정부 계약 및 기업 개발 사무소의
전문가가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및 SBA가 이동중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취하고있는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구
호 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할 수 있습니다. 회복에.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비즈니스에 적합한 법인 선택 – 2021 년 5 월 18 일 화요일 오후 5:00
Small Business Administra on (SBA) 및 Small Business Majority (SBM)와 함께 Start Small Think Big에 참여하여 비즈
니스에 적합한 법인을 선택하는 워크숍에 참여하십시오. 이 워크숍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
용할 수있는 다양한 법적 구조 (예 : LLC, C-Corp, S-Corp, 단독 소유권, 협동 조합 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 각각의 법적 및 세금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법적 구조를 선택하
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회신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자금 조달 리소스 업데이트 :
SF 구호 교부금 – 종료 5/7
London Breed 시장 은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추
가 보조금 및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 에 서명했습니다 . 1,090 만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연방 또는시 자금
을 거의 또는 전혀받지 못한 점포 사업, 주 및 지역 규정으로 인해 6 개월 이상 강제로 폐쇄 된 사업체, 오랫동안 설
립 된 사업체, 고난이도에 처한 사업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웃. 보조금 신청 은 오늘 5 월 7 일 마감
됩니다. A와 온라인 pply 로 이동 sf.gov/sf-relief-grants .
SBA 업데이트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 지금 오픈
레스토랑 활력 기금 (RRF)은 사업 당 $ (10) 만 실제 위치 당 최대 $ 5 백만보다는 자신의 대유행 관련 매출 손실을
최대로 동일한 자금과 레스토랑을 제공합니다. 수혜자는 2023 년 3 월 11 일까지 적격 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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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을 상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격 법인에는 레스토랑이 포함됩니다. 음식 가판대, 음식 트럭 및 음식 카트;
요리사; 바, 술집, 라운지 및 선술집; 스낵바; 빵집 양조장, 시음 실 및 탭룸; 양조장 및 소규모 양조장; 와이너리와
양조장 등이 있습니다. RRF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ba.gov/restaurants를 방문하십시오 . 신청하려
면 h ps://restaurants.sba.gov/ 로 이동 하십시오 .
5 월 5 일, SBA 관리자 Isabella Casillas Guzman 은 RRF 프로그램의 초기 결과 를 공유했습니다 . RRF 신청 기간의 처
음 2 일 동안 SBA는 50 개 주, 워싱턴 DC 및 5 개 미국 영토의 레스토랑, 바 및 기타 적격 기업으로부터 186,200 건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RRF 자금이 완전히 소진 될 때까지 신청 창이 열려 있습니다.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신청 지원
Mayor Breed 는 뉴욕 시가 미션 경제 개발국 (MEDA) 및 여러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샌프란시스코 레스
토랑 및 새로운 연방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기타 적격 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금 신청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샌프란시스코 자영업 에 신청 f를 싶게 캔 접촉 :
선교 경제 개발원
웹 사이트 : medasf.org/restaurant/
이메일 : restaurant@medasf.org
스페인어 핫라인 : 415-249-2492
동북 커뮤니티 연방 신용 조합 (중국어)
웹 사이트 : necfcu.weebly.com/
전화 번호 : 415-434-0738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 베이 뷰
웹 사이트 : rencenter.org/event/ rrf -program-info-session /
전화 번호 : 415-348-6223
S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웹 사이트 : sfsbdc.org . 신규 고객 등록은 여기를 클릭 하고 다음 양식을 작성하면 예약을 위해 연
락을드립니다.
전화 번호 : 415-937-7232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신청을 지원하는 추가 파트너를 포함한 포괄적 인 비즈니스 리소스 목록은 온라인
oewd.org/covid1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VOG (Shu ered Venue Operators Grant) – 지금 오픈
SVOG (Shu ered Venue Operators Grant) 신청 포털은 현재 라이브 공연장, 라이브 공연 예술 단체, 박물관 및 영화
관의 운영자는 물론 라이브 공연장 프로모터, 극장 프로듀서 및 탤런트 대표가 중요한 경제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SVOG 프로그램은 보조금으로 162 억 달러 이상을 충당했습니다. 이 자금 중 최소 20 억 달
러 이상은 정규직 직원이 최대 50 명인 적격 SVOG 신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단일 보조금
에 대해 최대 1,000 만 달러까지 총 수입의 45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SBA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SVOG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를받을 때 신청자를 각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을 원
하시면 h ps://www.svograntportal.sba.gov/s/를 방문 하십시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 – 2021 년 5 월 31 일까지 연장
지난 달 ,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잔뜩 보호 프로그램을 확장, 법률로 2021의 PPP 확장 법에 서명 을 위해 2021년 5월
31일에 2 개의 추가 개월 후 여전히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에 SBA을 위해 추가로 30 일의 기간을 제공 보류 중 . 이
전에 PPP 대출을받지 않은 경우 First Draw PPP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PPP 대출을받은 적이있는 경우
특정 사업체는 Second Draw PPP 대출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A.org/PPP 를 참조하십시오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 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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