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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제목: 새로운 CA 구호 보조금 라운드; PPP 용서 포털
 
 
2021년 8월 5 일
 
 
친애하는 독자,
 
실내 마스크 요구 사항에 대한 지난 뉴스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보건 담당관은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개인에 대한 실내 범용 마스킹 요구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함께 안전한 반환 명령 (C19-07y)을 업데이트했습니
다 . 모든 SF 사업체 는 공공 출입구 에서 8.5x11 및 11x17 로 제공되는 이 새로운 간판 을 게시해야 합니다 . 추가로 필요한 표지판
및 리소스 는 SF COVID-19 Outreach Toolkit 을 방문하십시오 .   
 
항상 그렇듯이 중소기업청은 우리 가 이 대유행으로부터 회복 하고 재건 하는 동안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
다 . 저희 사무실은 방문 및 예약을 위해 완전히 재개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
554-6134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기업이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 를 확인 하도록 권장 합니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중소기업 위원회 회의 – 2021년 8월 9 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위원회(SBC)의 정기 회의에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월요일 일정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발표: Kate Sofis Office Small Business 국장은 새로운 OEWD(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국장으로서 그
녀의 비전과 우선 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Small Business Commission과 함께 시의 경제 회복 계획 실행을 주도하는 OEWD
의 책임에 대해 논의합니다. . 
장소 기금 업데이트 및 보고
접근성 요구 사항과 관련된 최근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SFGovTV 에서 생중계 시청 : h�p://sfgovtv.org/ch2live 
 
위의 사항 중 하나에 기록 된 여론 수렴과 중소기업위원회를 제공하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bc@sfgov.org , 또는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회의에 참가.   
공개 의견은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146 433 4166. 오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
오. 대기할 준비가 되면 *3을 다이얼하십시오. 
 
새로운 "V ax to You" 프로그램
화요일에, 시장 런던 번식 및 공중 보건의 SF 부서 앤 ounced 도시의 모바일 백신 단위가 작은 5 그룹 예방 접종을합니다 - 약속 그
들의 가정 12 사람과 직장을 그들이 관심이 개인의 그룹을 구성 할 때. 사람들은 수 628-652-2700를 호출하여 도시를 문의 이메
일 전송 sfvaxnow@sfdph.org ; 또는 이동하여합니다 sf.gov/ vaxtoyou을 토요일까지 가능 화요일 될 것입니다이 새로운 확장 된 서
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의 세 가지 브랜드 - 존슨 & 존슨, MODERNA , 화이자는 -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무료이며 보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호사가 현장에서 질문에 답변합니다.   
 
CA 구호 보조금 –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
지난 주에 발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구호 보조금에 세 차례의 추가 보조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라운드 7 : 특정 이전 라운드의 대기자 명단에 있는 지원자
선발 기간: 8월 3일 화요일부터 9월 16일 목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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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비공개 라운드이며 특정 이전 라운드에서 대기자 명단에 오른 적격 지원자에게만 제공 됩니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 오른
지원자 만 선택되어 유효성 검사 및 검증 검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이번 라운드에서는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라운드 8: 비영리 문화 기관 전용
응용 프로그램 창 (금) 8 월 27 일 t hrough 9월 (수요일) 8
CAReliefGrant.com 에서 찾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수익 규모의 비영리 문화 기관만 . 적격한 비영리 문화 기관 은
이미 1,2,5,6차에 지원 했더라도 새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단, 4차에 지원한 비영리 문화기관은 재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
G의 호언 장담은 이전 라운드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비영리 문화 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운드 9: 신규 지원자 및 대기자 명단
응용 프로그램 창 : 9월 9일 (목요일) t hrough 9월 (목요일) 30
이전 라운드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CA Relief Grant를 신청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라운드의 적격 지원자는 특정
이전 라운드의 현재 대기자 명단에 있는 지원자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지원자 입니다. 라운
드 1-3 및 5-7 의 검토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선택되지 않은 지원자 는 다시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라운드 9로 이동됩니
다. 신규 지원자는 CAReliefGrant.com 에서 지원 해야 합니다 .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직접 용서 포털
지난 주, 미국 중소기업청 (SBA) announ는 세드릭 중소 기업 청을 통해 직접 용서를 적용하는 참여 대출을 잔뜩 보호 프로그램
(PPP) $ 150,000 이하의 대출과 대출을 허용하는 간소화 된 애플리케이션 포털의 발사를. 새로운 용서 플랫폼에 채무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받아들이 시작합니다 2021년 8월 4일 . 대출 기관은 h�ps://direc�o rgiveness.sba.gov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해
야 합니다. 기술 플랫폼 외에도 SBA는 PPP 고객 서비스 팀을 구성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차용인의 용서 신청을 직접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차용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동부 표준시)에 (877) 552-2692로 전화해야 합니

다.    
 
IRS는 EIN 소지자에게 정보 및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지난 금요일, 국세청 (IRS)은 엔트 촉구 에 시달 고용주 식별 번호 (EIN)과를 책임 당사자 또는 연락처 정보에 변경이있는 경우 응
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합니다. IRS 규정에 따라 EIN 소지자는 변경 후 60일 이내에 For m 8822-B를 제출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
야 합니다 . 비즈니스 유형 법인의 "책임 당사자"에 대한 데이터는 종종 오래되거나 부정확합니다. 이는 IRS에 연락할 사람에 대
한 정확한 기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8월부터 IRS는 책임 당사자가 구식인 것으로 보이는 약 100,000명의 EIN 소지자에게 서신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정부 기관이 아닌 경우 책임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EIN은 세금 관리 목적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에 더 이상 고용주 식별 번호 (EIN)와 엔티티는 IRS 세금 계정을 닫고에서 설명 된 단계를 수행해야 캔 EIN이 celing을 - 당신의
계정을 닫기 .  
 
블랙 판매: 온라인 인지도 프로그램 성장
Sell   Black: Grow Your Online Presence는 흑인 소유 기업이 온라인에서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2주 디지털 마케
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정표를 충족하는 참여 기업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디자인 및 제품 사진 지원을 위한 자금
을 포함하여 최대 $11,000의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ll   Black은 처음에 45개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택된 비
즈니스는 총 3개의 12주 코호트로 배치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프로그램 신청은 h�ps://www.en2ac�on.o rg/sellblack을 참조하십
시오 . 프로그램 신청 마감은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PST)입니다.
 
엔터테인먼트/유흥 사업체를 위한 설문조사 – 8/9 종료
샌프란시스코에서 엔터테인먼트 또는 유흥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샌프란 시스코 엔터테인먼트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찾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원회는 우리가 COVID-19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엔터테인먼트 및 유흥 산업 종사자를 위한 후속 설문조사를 만
들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엔터테인먼트 위원회와 시의 산업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알리는 것입니다. 8월
9일 까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고 설문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ENG 어   |  ESP AÑOL   |  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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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Small Business Microloans에 대한 SBA 업데이트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국가가 COVID-19 전염병에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면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은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대출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BA 에 참여 하여 초청 연사인 Veronica Pugin,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on) 자본
액세스 사무소(Office of Capital Access) 수석 고문과 함께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소액 대출에 대한 무료 웨비나에 참
여하십시오. SBA의 EIDL 프로그램은 대출이 용이하고 대출이 용이한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하여 COVID-19 경기 침체로부터 중소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등록 그가 다시 이 대출 기회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 직장 내 예방 접종 및 마스크 착용의 합법성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오전 10:00
SF 챔버 회원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그들의 새로운 중소기업 관리자 인 Somiah Handy 는 직장에서 예방 접종의 합
법성에 관해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주최합니다. 당신은 사업주이며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는 방법? 예방 접종을 권
장하는 방법? 직원이 갖는 권리, 고용주와 고객이 갖는 권리 등” 이 가상 줌 미팅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등록 시간 감
수를 .
 
가상 법률 클리닉 – 2021년 8월 19 일 목요일 오후 4시 (영어 및 스페인어)
무료 가상 법률 클리닉 을 위해 기업가를 위한 법률 서비스 (LSE) 에 가입하십시오 . 프로보노 변호사가 중소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검토, 사업체 형성 논의 또는 기타 법적 질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기 에서 1시간 약속을 위해
등록 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415-543-9444 x217로 LSE에 문의하거나 lse@lccrsf.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SFDBI - Bluebeam 전자 계획 검토 교육 - 오후 2시 2021년 8월 24일 (수요일) 
에 도움 신청자는 전자 계획 검토, D의 활용 자체 검토 의 epartment B uilding I의 nspec�on는 호스팅 Bluebeam를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온라인 고객 교육 (샌프란시스코의 EPR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허가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직원 의견을 검토
하고 응답합니다. 여기 에 등록 하십시오 .
 
채권 및 재정 지원; 메리웨더 와 윌리엄스 W orkshop - 오후 2시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SFO ) 은 SFO가 건설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소기업에 제공하는 지원을 설명하는 웨비나에 귀하를 초대
합니다 . SFO의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 팀은 Merriwether 와 Williams가 주최하는 계약자 개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웨
비나 를 마련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다음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계약 성공; 기술적 도움; 입찰 문서 검
토; 계약 모니터링; 결제 가속화. 등록 시간 전자 재 .
 
 
자금 조달 자원 업데이트 :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복구 대출 기금 - OPEN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 은 샌프란시스코 소기업에 0% 이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의 출시
를 발표했습니다 . 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은 기존 구제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기업과 자본 접근에 더 큰 장벽에 직면한 기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운전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합니다. 
 
SF 중소기업 복구 융자 기금은 지금 대출 신청을 접수. 소기업 은 www.CALoanFund.org 에서 온라인으로 최대 $100,000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KIVA 및 Main Street Launch,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CDC Small Business Finance,
Pacific Community Ventures 및 Na�onal Asian American Coali�on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DFI)과 협력 하여 캘리
포니아 재건 기금 을 통해 관리됩니다 .          
 
SIA Scotch의 Entrepreneurial Spirit Fund – 8/10 마감
2021년 7월 13일부터 자격을 갖춘 소기업 소유자는 SIA Scotch의 Entrepreneurial Spirit Fund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5명의 수혜자
에게는 각각 $10,000의 보조금과 함께 SIA Scotch Whisky의 창립자이자 기업가 정신 여정 동안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한 1세대 쿠
바계 미국인 기업가인 Carin Luna-Ostaseski 와의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 지원은 2021년 8월 10일 오후 6시(동부 표준시)에 마감됩
니다. 적격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문화 및/또는 유색인종으로 식별되는 사람이 51% 이상 소유
연간 총 수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인 영리 기업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바다, 뉴욕 및/또는 텍사스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업을 운영 및/또는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더 알아보고 지원 하세요 .
 
CA 구호 보조금 –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ventbrite.com/e/updates-from-the-sba-on-small-business-microloans-registration-16590733029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chamber.com/small-business-help-desk-legalities-of-vaccinations-and-mask-wearing-in-the-workplace-august-12-register-no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chamber.com/small-business-help-desk-legalities-of-vaccinations-and-mask-wearing-in-the-workplace-august-12-register-no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tfaforms.com/4745282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tfaforms.com/4745282
mailto:lse@lccrsf.org
mailto:lse@lccrsf.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ventbrite.com/e/electronic-plan-review-training-for-applicants-tickets-16261504297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ventbrite.com/e/electronic-plan-review-training-for-applicants-tickets-16261504297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ventbrite.com/e/electronic-plan-review-training-for-applicants-tickets-16261504297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tinyurl.com/sfowebina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tinyurl.com/sfowebina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tinyurl.com/sfowebina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mayor-breed-launches-12-million-san-francisco-small-business-recovery-loan-fun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CALoanFund.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onnect2capital.com/p/californiarebuildingfund/%3Fgclid%3DCjwKCAjw07qDBhBxEiwA6pPbHmoUkhpvnrrXG7V6cCGdI_kbzqbH_6zWbSwx-l4lRVS3AM8murTAaBoCcLMQAvD_Bw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iascotchfund.helloalice.com/%3Futm_source%3Dnewsletter%26utm_medium%3Demail%26utm_campaign%3DSia%2520Scotch%2520Fund%26utm_content%3DSia%2520Grant%2520Application%2520on%2520Landing%2520Page%26goal%3D0_18427d7730-4a3b0d616e-437235430%26mc_cid%3D4a3b0d616e%26mc_eid%3Dbdd0b26b2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iascotchfund.helloalice.com/%3Futm_source%3Dnewsletter%26utm_medium%3Demail%26utm_campaign%3DSia%2520Scotch%2520Fund%26utm_content%3DSia%2520Grant%2520Application%2520on%2520Landing%2520Page%26goal%3D0_18427d7730-4a3b0d616e-437235430%26mc_cid%3D4a3b0d616e%26mc_eid%3Dbdd0b26b21


8/5/2021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4/4

위의 공지 사항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SBA 자금 조달 업데이트
폐쇄된 장소 운영자 보조금(SVOG) – OPEN
SVOG(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신청 포털이 이제 라이브 공연장 운영자, 라이브 공연 예술 조직, 박물관 및 영화관뿐 아
니라 라이브 공연장 프로모터, 연극 프로듀서 및 탤런트 대표가 중대한 경제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SVOG 프
로그램은 162억 달러 이상을 교부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기금 중 최소 20억 달러는 최대 50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적격한
SVOG 지원에 사용됩니다. 적격한 신청자는 총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단일 보조금으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SBA는 SVOG 신청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접수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신청자를 각각의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
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h�ps://www.svograntportal.sba.gov/s/를 참조하십시오 .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 – OPEN
COVID-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은 재정적 의무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대출 금액은 30년 기간에 3.75%의 고정 이자율로 최대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더 자
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sba.gov/eidl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관련 발표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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