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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독자 :
 
정보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이 중요한 시간 동안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지 및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 하여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십시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버라이존 -LISC 소기업 구호 교부금
이전 뉴스 레터에서 발표 한 Verizon의 250 만 달러 투자로 LISC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즉각적인 금융 위협
에 직면 한 소규모 기업에 중요한 구제 및 탄력성 구축 지원을 제공 할 수있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지원금 신청서
1 라운드가 마감되었으며 2 라운드가 오픈되었습니다!   신청서는 4 월 28 일 화요일 오후 11시 59 분 (EST)에 제출
해야합니다 . 보조금은 $ 5,000, $ 7,500 및 $ 10,000의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조금 개요, FAQ를 읽고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 
 
PPP 및 EIDL 업데이트 
오늘 하원 은 PPP (Paycheck Protec�on Program)를위한 3,300 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포함 된 구호 패키지 를 승인
했습니다 . 대통령이 서명하면 다음 번의 자금 조달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PP
이미 신청했지만 귀하의 신청서가 자금 지원 또는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은행에서 귀하의 신청서를 계속
처리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다시 체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PPP를 신청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이 대출이 귀하에게 적합한 지 판단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대출 기관을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PPP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소기업 대다
수의 PPP 대출자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  

또한 노던 캘리포니아 주 SBDC (North California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는 존재하지 않는 고객을 위
해 PPP 신청서를 수락하는 대출 기관 목록을 공유했습니다.
 

자금 조달 서클
Lendistry.com
반경 은행
준비 자본
중심석 대출
T 은행

EIDL
구호 패키지에는 또한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EIDL (경제 부상 재해 대출)에 600 억 달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상환 할 필요가없는 최대 $ 10,000의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 기금
은 직원당 $ 1,000를 기준으로합니다.  자영업자는 스스로 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신청에 따라 자금이
제공 될 것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는 h�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
op�ons/economic-injury-disaster-loan-emergency-advance#sec�on-header-2를 방문 하십시오 . 
 
NorCal SBDC 웨비나
NorCal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의 리드 센터는 주당 4 회 웹 세미나를 주최하여 SBA 자금 및 COVID-19
와 관련된 모든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공유합니다. 웹 세미나에는 비즈니스 소유자가 다양한 재
무 구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볼 수있는 Q & A 세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정을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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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 : 30- 오전 11:30 (확대 / 축소 링크 : h�ps://norcalsbdc.zoom.us/j/835182602? )   
 
스페인어 : 목요일 10 : 30- 오전 11:30 (줌 링크 : h�ps://zoom.us/webinar/register/WN_TXpfKIIaQEOrLeVMRnPWsw
)    
참고 : 스페인어 웹 세미나에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있는 경우 NorCal SBDC 는 (833) 275-7232 또는 이메일 : loans@asksbdc.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   
 
현지 조직은 PPP 및 EIDL을 포함한 대출 옵션을 탐색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F 소기업 개발 센터
SF 점수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
선교 경제 개발청
아시아, Inc의 .

 
인접한 거리 주차를 임시 적재 구역으로 전환
COVID-19 건강 위기는 많은 식당과 필수 비즈니스를위한 테이크 아웃 / 배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
습니다. SFMTA는 물리적 인 거리를 넓히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인접한 거리 주차 공간을 임시 적재 구역으로 빠르
게 전환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검토 및 처리를 위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h�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Q6EUJ3Pxu_11Y_8Rm4gi5NRLqx9L9StFpSR9CTWgskI2wA/viewform?
vc=0&c=0&w=1 
 
웹 세미나 :
London N. Breed 시장과 함께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웹 세미나 – 2020 년 4 월 27 일 월요일 오후 3시
소규모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한 뉴욕시의 대응에 관해
웨비나를 위해 London Breed 시장과 샌프란시스코의 소기업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하십시오.
 
소규모 기업 지원, Stay Home Public Health Order에 관한 최신 정보 및시의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에 대한 업데이
트 및 정보를 얻으십시오.
 
패널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Cynthia Huie , 소기업 위원
Rodney Fong, 샌프란시스코 상공 회의소 회장
Joaquín Torres, 경제 및 인력 개발 담당 이사
 
브리드 시장과 패널리스트에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4 월 24 일 금요일까지 여기 를 클릭하여 질문을 제출 하십시오 .
 
웹 세미나는 다음 링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됩니다 : 웹 세미나 참여 . (온라인 스트림에 대한 링크는 sfmayor.org/
SmallBizCOVIDWebinar 에서 오후 2시 -4/27 월요일에 이벤트가 시작되기 1 시간 전에 제공됩니다)
 
지속적인 자원 :
 
COVID-19 ( www.oewd.org/covid19)의 영향을받는 사업체 및 직원을위한시 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십시오 ( 소규
모 사업체를위한 자료, 연락처 및 업데이트 포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DPH의 건강 지시 및 권장 사항은 sfdph.org/ dph /alerts/coronaviru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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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에 가입 하십시오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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