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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SF 완전 재개 사업 및 활동-6/15
 
 
2021 년 6 월 10 일
 
 
독자 여러분,
 
혹시 놓친 경우 웹 세미나 에 의해 호스팅 경제 인력의 사무실 (OEWD) 이번 주 초 S에 F가 rancisco ,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재개 준비를 여기에 . 런던 브리드 시장도 어제 오후 재개 를 발표했다 .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읽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Office of Small Business는 예약을 통해서만 직접 대면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리자와의 만남을 예약하려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554-6134로 전화하십시오. 우리는 또
한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장려 oewd.org/covid19 자원 자주.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 2021 년 6 월 14 일 월요일 오후 4시 30 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위원회 (SBC)에 가입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법률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월요일 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BOS 파일 번호 210598 : 관리 코드-기물 파손으로 인한 깨진 창에 대한 환급. 입법 , 입법 다이제스트
BOS 파일 번호 210603 : 행정법-COVID-19가 상업용 임대에 미치는 영향. 입법 , 입법 다이제스트
레거시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응용 프로그램 및 결의안 승인.

ABS 해산물
섬세한 데이지 – 꽃의 집
샌프란시스코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교 클럽
Rainbow Grocery Coopera�ve, Inc.
샘스 버거
수 피셔   킹 Co.

Jazz Musician 및 Venue Revitaliza�on Proposal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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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724 1238 . 오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회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오. 대기 할 준비가되었을 때 * 3을 다이얼하십시오.
SF , 6 월 15 일부터 사업 및 활동을 완전히 재개
시장 런던 N. 번식 보건 책임자 수잔 필립은 어제 발표 한 것을 시작 일 화요일, 6 월 15 일 샌프란시스코 완전히 다
시 열고 국가의와 정렬 비즈니스 운영에 용량 제한 및 거의 모든 지역 제한을 제거합니다 너머 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 6 월 15 일부터 유효합니다 . 초안 지침 및 주에서 발행 한 마스킹 지침에 따라 샌프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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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는 매우 큰 이벤트 및 특정 기관 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주 계획과 완전히 일치 할 것
이라고 결정했습니다. F inalized Health Order 는 6 월 11 일 금요일에 발표 되어 6 월 15 일 화요일 오전 12시 1 분부
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의 프레임 워크 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계층 형 재개 시스템 및 산업 부
문에 대한 지역 보건 지침이 곧 제거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의 많은 측면이 참석자, 고객 및 게스트를위
한 정상 운영으로 복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강 명령 변경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물리적 거리, 마스킹, 운
영 절차 및 프로토콜에 대한 로컬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로컬 용량 제한의 제거가 포함됩니다. 학교, 보육 및 청소
년 활동을 제외하고 샌프란시스코는 보건 질서 부문 별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하고 모든 비즈니스 부문 지침을 철
회 할 것입니다. 주 및 연방 기관은 공중 보건 지침을 계속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국 (Cal
/ OSHA)과 같은 일부 규제 기관과 알코올 음료 통제 및 캘리포니아의 보육 라이선스 프로그램 과 같은 산업별 규
제 기관 은 직장 및 기타 지역에서 COVID-19 예방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유지합니다. 특정 컨텍스트.  
 
샌프란시스코의 재개 및 회복은 주로 COVID 백신 출시의 성공 과 사례 비율, 입원 및 지역 사회 확산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백신의 효과와 가용성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보건부는 가능한 한 빨리 예방 접종을받을 자격이있는 모
든 사람들 이 샌프란시스코와 전체 베이 지역이 안전하게 재개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대중은 약속을 또는
(628) 652-2700 전화하거나 이동하여 드롭에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sf.gov/get-vaccinated . 
 
6 월 15 일부터 업데이트 된 얼굴 가리기 안내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는 2021 년 6 월 15 일에 발효되는 새로운 안면 보호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전의 모든 안면
보호 지침을 대체 할 것 입니다.
 
개인을위한 지침 :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가 필요한 다음 환경을 제외하고 는 완전히 예방 접종 된 개인에
게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중 교통 및 교통 허브에서
K-12 학교, 보육 및 기타 청소년 환경의 실내. 참고 : 이는 업데이트 된 K-12 학교 지침이 곧있을 때 변경 될
수 있으며 CDC의 운영 지침 업데이트가 보류 중입니다.
장기 요양 시설을 포함한 의료 환경
주 및 지역 교정 시설 및 구금 센터
노숙자 대피소, 비상 대피소 및 냉각 센터

 
또한 실내 공공 환경 및 사업체 (예 : 소매점, 식당, 극장, 가족 오락 센터, 회의, 주 및 지방 정부 사무실)에서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개인에게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 .
 
** 기업, 장소 운영자 또는 호스트를위한 지침 :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개인에게만 마스크가 필요한 환경에서 기업, 장소 운영자 또는 호스트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 손님 및 참석자에게 예방 접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접종을받은 개인 이 입장 전
에 준수 여부 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백신 검증을 실시합니다.
모든 고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어떤 사람도 활동 참여 또는 사업 진출의 조건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요건 면제 :
다음 개인 은 항상 마스크 착용이 면제됩니다.

2 세 미만의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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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방해하는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 또는 장애가있는 사람. 여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을 방해 할 수있는 의학적 상태가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도움없이 마스크를 제거 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청각 장애가있는 사람 또는 청각 장애가있는 사람과 의사 소통하며 입을 볼 수있는 능력이 의사 소통에 필
수적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지역,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 또는 작업장 안전 지침에 따라 작업과 관련된 사
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VI는 앉아 CDPH의 발표 자세한 내용과 정보를 .
 
벌금 및 수수료 제거 및 감축 제안
어제 London Breed 시장과 재무장 José Cisneros는 저소득층과 유색 인종 공동체에 불리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지방 자치 단체 벌금 및 수수료의 제거 또는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COVID-19 건강
대유행 기간 동안 가장 고생 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의 FY 2021-
2022 예산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의 제거를 제안합니다. 
 

저소득 예술가, 이민자 및 / 또는 고령화 예술가가 역사적으로 지불 한 거리 예술가 면허 수수료 ($ 849) 제
거. 이 라이센스 비용은 이러한 공급 업체가 자신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에서 예술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를 없애면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 프로그램에 더 강력한 참여를 보
장하고 예술가를위한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수익 창출 시장을 확장하고 수제 작품에 대한 지역 및 관광 자
금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고인의 가족과 친구에게 부과되는 건강 검진 비용을 없앱니다. 일반적으로 노숙자 나 매우 저소득층
범죄 피해자를 겪고있는 고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비용에는 사망 증명서 ($ 10), 전염 방지 진술서 ($ 10),
재난 가방 ($ 67), 유해 제거 ($ 632) 및 화장 ($ 1,196)이 포함됩니다.

 
City ID 카드와 관련된 수수료 면제 (청소년 $ 6, 성인 $ 18). 이러한 수수료는 주로 서류 미 비자 및 저소득층
개인이 지불하며 이러한 형태의 신분증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동물 관리 및 통제 비용 제거 : 동물 소유주 인도 ($ 33) 및 개 면허 연체료 ($ 32). 이러한 비용은 저소
득층 거주자에게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에 다음 부서는 저소득층의 지불 능력에 따라 벌금 및 수수료 할인을 개발하거나 강화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부는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이동식 및 임시 식품 시설, 마사지 및 문신 가게와 관련된 수수료와
같이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수수료에 대해 "자본 신청자"범주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허가 수수료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방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기존의 구급차 비용 재정적 어려움 절차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부서는 강력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봉사 활동을 확대
하여 가족이 여름 캠프, 방과 후 프로그램, 수영 강습, 예술, 건강 및 웰빙, 스포츠 및 기타 참여에 대한 장벽
을 적용하고 장벽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보도 자료를 읽어보십시오 .
 
SF Port , Pop-Up Parks Ac�va�on Ini�a�ve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 항은 활성화를위한 자격 요청 (RFQ)을 발행 했습니다.
흥미 진진하고 일시적인 행사와 활동이있는 해변 공원과 열린 공간. RFQ는 항구가 해안가를 따라 이벤트와 활동
을 안전하게 개발, 홍보 및 시작하기 위해 협력 할 다양하고 경험 많은 파트너 풀을 구축 할 것입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23June15guidance#June15guidanc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n-breed-and-treasurer-jos%25C3%25A9-cisneros-propose-elimination-and-reduction-fines-a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port.com/sites/default/files/05.07.21%2520Parks%2520and%2520Open%2520Space%2520RFQ%2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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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활동 및 이벤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문화 전자 통풍구
운동 진열장
미술 설치, 전시 및 공연
식음료 할인
소매 시장
공원 및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

 
활동의 규모와 범위는 최대 1 년으로 다양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구의 목표는
대중에게 다양한 흥미 진진한 옵션을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RFQ는 특히 소
규모, 중형 및 대규모 이벤트 및 활동에 대해 제안 된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2021 년 6 월 17 일 오후 2시입니다. 항만은 이번 여름에 라이센스 및 허가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첫 번째 활동은 8 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RFQ는 에서 포트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www.sfport.com/PopUpRFQ .
 
 
웨비나 :
다가오는 SFO 레스토랑 매점 기회 – 2021 년 6 월 15 일 화요일 오전 9시 30 분 PDT
SFO에서 다가오는 레스토랑 할인 기회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이 기회는 공항 매점을 운영 한 적이없는 소
규모 기업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토론을 통해 공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길가 또는 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의 주요 차이점을 배우
게됩니다 . 또한 SFO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표준 최소 자격 및 필요한 지출 (예상 예산)에 대해 배우게됩니다. 이
것은 토론이므로 자격 및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모집의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충분
한 기회를 갖게됩니다.
 
SFO의 할인 혜택은 공항의 고객과 직원에게 은행 및 수하물 카트와 같은 음식, 음료, 소매 및 승객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 논의는 터미널 3, 탑승 구역 F에서 예정된 레스토랑 (식음료 할인) 임대에 대한 요청 (RFP)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icroso� Teams 모임 - 컴퓨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참가
회의에 참여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전화 (오디오 만)
+ 1650-466-0290 ,, 677620492 # 미국, 산호세  
전화 회의 ID : 677620 492 #
 
소기업을위한 세금 팁 – 2012 년 6 월 16 일 수요일 오후 4시
세금을 적절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향후 업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하기 르네상스 센터 는
무엇을 배울 필요가 파일에 연방 세금 법을 준수하는 모범 사례를 유지하는 기록 계산 추정 지급금에 대한 간단한
방법, COVID-19 법안은 세금, 더 많은 영향을 줄 수있는 방법!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Juneteenth Listening Session – 2021 년 6 월 17 일 목요일 오후 12시 PDT
Pacific Community Ventures (PCV) 는 6 월 17 일 오후 12 시 PDT 에 가상 커뮤니티 모임을 위해 흑인 비즈니스 소유
자, 커뮤니티 리더 및 이해 관계자를한데 모아 지난 1 년 동안 흑인 비즈니스 소유자의 경험과 노력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더 많은 지원을 제
공 할 수있는 방법을 공유하십시오 .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하십시오 .
 
다른 사람들의 돈 – 2021 년 6 월 21 일 월요일 오후 6시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sfport.com/PopUpRFQ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teams.microsoft.com/l/meetup-join/19%253ameeting_MTY0MjJkNTgtNTJlYy00OTBhLTkyMDUtZGFmYjg3MWIxMWMw%2540thread.v2/0%3Fcontext%3D%257b%2522Tid%2522%253a%252222d5c2cf-ce3e-443d-9a7f-dfcc0231f73f%2522%252c%2522Oid%2522%253a%2522bbf160c3-626f-4a75-8462-f0cbf6d1abc6%2522%257d
tel:+16504660290,,677620492#%20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events.r20.constantcontact.com/register/eventReg%3Foeidk%3Da07ei09fa4i35e50c89%26oseq%3D%26c%3D%26ch%3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events.r20.constantcontact.com/register/eventReg%3Foeidk%3Da07ei09fa4i35e50c89%26oseq%3D%26c%3D%26ch%3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0lc-2vrTsiHtYYHk-qD8niIRWcorPZOXC6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0lc-2vrTsiHtYYHk-qD8niIRWcorPZOX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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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출, 무역 신용, 선불 수익, 기부 또는 자금 출처의 일부 조합을 사용하든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여 비즈
니스를 시작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은 불쾌한 놀라움과 법적 분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워크숍은 다양한 중
소기업 자금 지원 유형의 위험과 기회를 조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
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정상으로 돌아 가기 – 2021 년 6 월 24 일 목요일 오전 11시 PDT
SBA (중소기업청) 및 PPSI (Public Private Strategies Ins�tute)는 다음과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SBA에서 제공되는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을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 지금 취할 수있는 단계에 대해 들어보
십시오.
Biden-Harris Administra�on에서 만든 프로그램 및 최근 정책 발표에 대한 업데이트를받습니다.
SBA 리더십 및 중소기업 전문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십시오.
지역 사회에서 백신 리더가 될 수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도구 및 리소스 검색

 
이 웹 세미나는 SBA 지역 9 서비스 (AZ, CA, GU, HI, NV)에 초점을 맞 춥니 다 . 여기에서 등록 하십시오 .
 
 
자금 조달 리소스 업데이트 :
SF 뉴딜 중소기업 부채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 – 신규
SF New Deal은 샌프란시스코의 중소기업 에 $ 1,000,000의 부채 탕감 을 배분 하는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
습니다 .
 
$ 2,500의 교부금은 400 개의 중소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전에 SF New Deal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이없는 새로 개업 한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업체가 레스토랑 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점, 소매점, 네일 살롱 또는 영향을받는 모든 유형의 소규모 사업체는 지원하도록 권장됩
니다.
 
개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중소기업을 지명 할 수 있
습니다. 신청 및 추천 세부 사항은 SF New Deal Small Business Debt Relief Grant 프로그램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21 년 6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수여 발표는 2021 년 7 월 31 일 이전에 이
루어집니다.
 
Kitchen Zero SF Grant- OPEN
모든 SF를 호출 f를 짐 우드 의 서 비 스의 r은 의기 양양 b를 usinesses .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Kitchen Zero 보조금 ( 최대 $ 14,500)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추적 소프트웨어로 추가 구매 및 폐
기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San Franciscans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용 식품 구조를 지원하십시오. 보조금 9
월 2021을 통해 선착순 기지에서 사용할 수있는 켈리 Gaherty, 상업 쓰레기 제로 보조 코디네이터에 연락하여 지
금 가입 에서 kelly.gaherty@sfgov.org 또는 415-355-3768을.  
 
SBA 업데이트
SVOG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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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events.r20.constantcontact.com/register/eventReg%3Foeidk%3Da07ei0gzecq1c87791b%26oseq%3D%26c%3D%26ch%3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events.r20.constantcontact.com/register/eventReg%3Foeidk%3Da07ei0gzecq1c87791b%26oseq%3D%26c%3D%26ch%3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kWBd-5_cToaN3_2Hd_JdfA%3Futm_medium%3Demail%26utm_source%3Dgovdelive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kWBd-5_cToaN3_2Hd_JdfA%3Futm_medium%3Demail%26utm_source%3Dgovdeliver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newdeal.org/debt-relie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newdeal.org/debt-relie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newdeal.org/debt-relie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drive.google.com/file/d/15SxoNfjy5Fa9XF4CnvJ1jTQZz614tZWF/vie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facebook.com/l.php%3Fu%3Dhttp%253A%252F%252Fsfgov.org%252F%253Ffbclid%253DIwAR3wwOZSX6mmW5STN9liTW3Nkn9DnghifJsDvE_a0TMf0DT9hV_wzwa9Dmk%26h%3DAT01GlRFwV8vcfWyE9Tc0-SbOu6G_jjbfhT8sxTFKI5QmIsrrN782cy_0kM0QlgfjpnwVdnePa8S-Oz3W1bEsTqHucvTA9LkXH0bcxctYnwpEvKHDiteXVEV3BJZAqQwXA%26__tn__%3D-UK-R%26c%255b0%255d%3DAT3L7W-F2Ahtz31hzkNVQQ4pljOkFgoOJM27aJuHiqe1FmaSzbDtvBZtc2XKpOSDNrHeTx7VLzqMI1GEgD7goRKhpu5e5m_qtzd_yS2WLOkwshTHR_-2SVhmAnFX_rvj_WOG-holqd-MjWufzpEQAm1bOC6YUkrOue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vograntportal.sba.gov/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vograntportal.sba.go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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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해 재해 대출 (EIDL) – 오픈
COVID-19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소유주는 재정적 의무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 (EIDL)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0 년 기간 동안 3.75 % 고정 이자율로 최대 $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벌
금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sba.gov/eidl을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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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covid-19-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covid-19-economic-injury-disaster-loan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