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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독자 :
 
한 달 중순에 들어서면서이 어려운시기에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업데이트 및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질문이 있으면 , 제발 저희에게 연락 sfosb@sfgov.org 하고 확
인하는 것을 잊지 oewd.org/covid19 새로운 정보.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상업용 퇴거 모라토리엄 확장
오늘, 시장은 서명 된 품종 행정 명령 월을 통해 추가로 30 일 동안 상업 퇴거 유예를 연장하기를 17, 2020로 돌아 가
기 월 17 

일 
, 시장의 품종은 발표 상업 퇴거 유예 것을 방지 어떤 중소기업 에서 축출되고 때문에 수익 손실 또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다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소득의 손실. 유예는 이다 30 일 동안 유효 하고 또 다른 30 일
동안 시장으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영장 확장에서 긴급 상황의 경우.      
 
타사 배송료 한도
지난 주, 시장의 품종, 감독자 아샤 Safaí 및 감독자 아론 페 스킨은 일시적으로 제한 발표 이하 15 %의 써드 파티 음
식 배달 회사가 COVID-19 대유행시 레스토랑을 청구 할 수있는 임무를. 이 상한선은 나머지 지역 비상 사태 또는
사업체가 식사 서비스를 위해 다시 열 수있는 시간 중 더 빠른 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Salesforce Care 소기업 보조금
세일즈 포스가 제공됩니다 세일즈 포스 케어 중소 기업 보조금이 O F $ 10,000 해상 도움말 킵 기업에 자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소기업이 재료를 보충하거나 급여를 지불하거나 이러한 어려운시기를 극복하
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보조금 신청은 4 월 중순에 미국 기업에 제공 될 예
정 이며 , Salesforce 는 가까운 미래에 국제 소기업에 재정 지원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총 5 백만 달러
의 재정 지원을 제공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알림을 받으려면 가입하십시오 . Salesforce에서 제공하는 추가 리소스
를 알아 보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PPP 대출자 목록
많은 고객이 PPP를 제공하는 은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참여 은행이 기존 은행 고객에게만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특정 요구 사항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은행에 PPP를 제공하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자원 사이트 Venturize 의 Small Business Majority의 PPP 대출자 목록과 같은 비즈니스
협회 및 파트너의 PPP 대출자 목록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North California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NorCal SBDC) 는 존재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PPP 신청서
를 수락하는 대출 기관 목록도 공유했습니다.
 

Lendistry.com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뱅크
준비 자본
반경 은행
중심석 대출
T 은행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있는 경우 NorCal SBDC 는 (833) 275-7232 또는 이메일 : loans@asksbdc.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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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대출 및 기타 구제 대출을 신청할 때 사기 및 사기에주의하십시오. 사기꾼들은이 어려운시기에 이미 사업주
를 타겟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팁을 보려면 CAMEO의 블로그 게시물 을 검토하십시오 .
 
S 자원 및 서비스 upport를
 
Small Business Office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습니
다. 특정 단체 에 대한 언급 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하며 중소기업청에 의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중하고 작은 사업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
h�ps://www.law.berkeley.edu/research/business/cares-act-and-small-businesses/
 
버클리 법률 교수 및 버클리   법률 및 비즈니스 교수 공동의 장인 로버트 바틀렛 (Robert Bartle�)은 코로나 바이러
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보 (CARES) 법에 대한 요약 및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약은 2020 년 4
월 7 일 현재 소기업 소유자를 지원하기위한 주요 조항에 중점을 둡니다 .  
 
2. 양식 지원 추가
북부 캘리포니아의 필리핀 변호사 협회 (FBANC) 및 법무부 아시아 법 전진
h�p://�anc.org/2020/04/14/edd-form-assistance-virtual-clinic/
 
FBANC 및 Advancing Jus�ce-Asian Law Caucus는 2020 년 4 월 한 달 동안 무료 가상 클리닉을 주최하여 근로자의 실
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손에 이상 (40) 프로 보노 변호사와 지지자 9에서 매일이 00 : 오전 9 : 00 시까을 도움
근로자 응용 프로그램 (실업 상태의 장애 작성 , 처음부터 끝까지 유료 가족 휴가). 도움말 타갈로그어,에서 사용
할 수 Illocano , 세부 아노 어, 한국어, 광동어, 북경어 , 스페인어.   
 
웨비나 :
 
NorCal SBDC 웨비나
NorCal 소기업 개발 센터의 우위 센터 호스팅됩니다 대출 Q & A의 일련의 승 ebinars 월 말까지 일주일에 네 번 다
음 일정 :
 
영어 : 월, 수, 및 금 10시 30 분 오전 - 11시 30 분 오전 (줌 링크 : ? h�ps://norcalsbdc.zoom.us/j/835182602 )   
 
스페인어 : 목 의 10시 30 분 오전 - 11시 30 분 오전 (줌 링크 :
h�ps://zoom.us/webinar/register/WN_TXpfKIIaQEOrLeVMRnPWsw )   
참고 : 스페인어 웹 세미나에 재 등록이 필요합니다 .
 
비즈니스 소유자는 이러한 웨비나를 활용하고 전문가 에게 COVID-19와 관련된 모든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SF LGBTQIA 주간 릴리프 프로그램 업데이트
SF LGBT 센터 하 들 호스팅 된 주간 구호 프로그램 업데이트 줌을들 소규모 자영업에 회의 LG 전자에서 B TQIA 커뮤
니티와 다른 사람. 옆 의이 다양한 구호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또한이 힘든 시간을 통해 당신을
도울 유용한 정보와 대답 질문을 제공하기 위해 게스트 스피커를 초대합니다. 이 회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
입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COVID-19 ( www.oewd.org/covid19)의 영향을받는 사업체 및 직원을 위한시의 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십시오 (
소규모 사업체를위한 자료, 연락처 및 업데이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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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H의 다른 공중 보건 주문 및 권장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찾을 sfdph.org/ DPH /alerts/coronavirus.asp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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