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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주말에 갈 때 아래의 오늘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업데이트 및 공유 한 다른 업데이트 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알려주십시오 .      
 
발표 :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는 필수 비즈니스에서 얼굴 가리개 를 착용해야합니다
오늘, 시장 런던 N. 번식 이사 건강의 그랜트 박사 콜 팩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든 사람이 마모 얼굴에 필요합니
다 발표 코팅 (4 월 (17), 2020 효과적 오후 11시 59분하지만 오전 8시에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료품 점 안팎이나
대중 교통 수단을 포함하여 필수 요구를 위해 집 밖에 있을 때 2020 년 4 월 22 일 수요일) . 공공 및 기업의 요구 사
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의 경우 얼굴 덮개가 필요합니다.

식료품 점이나 약국과 같은 필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내부 또는 대기중인 동안.
건강 관리를 추구 할 때.
대중 교통 대기 또는 탑승시.
스테이 홈 오더 (예 : 정부 건물)에 따라 운영 할 수있는 시설에 입장 할 때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고객에게 표지판 게시를 포함하여 얼굴 가리개를 착용 할 필요성을 알리십시오.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하십시오.

 
요구 사항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새로운 정책과 관련하여 Breed 시장의 보도 자료 를 참조하십시오.
 
PPP / EIDL 업데이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SBA 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3,500 억 달러의 고갈로 인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
청을 일시적으로 중단 했습니다. 대출 기관을 통해 이미 신청 한 경우 SBA는 신청서를 접수 된 순서대로 처리합니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추가 부양책 패키지를 통해 더 많은 PPP 자금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유자격 대출 기관이 향후 예산 지출을 위해 신청서를 계속 접수하고 포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당신이 자격을 갖춘 대출 기관을 찾아서이 대출이 당신에게 적합한 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PPP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Small Business Majority의 PPP 대출리스트를 검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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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찬가지로 SBA 웹 사이트의 EIDL ( 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 ) 애플리케이션은 3,800 억 달러의 예산이 고갈
되어 폐쇄되었습니다. PPP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는 접수 순서대로 검토됩니다. 우리는이 프로그램이 다가오는
부양책 패키지를 통해 다시 자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이 효과를 공유하기위한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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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및 EIDL을 포함하여 대출 옵션을 탐색 할 수있는 지역 조직 :
SF 소기업 개발 센터
SF 점수
르네상스 기업가 정신 센터
선교 경제 개발청
아시아

 
웹 세미나 :
구역 4, 고든 마르 (Gordon Mar) 시청 : 소기업을위한 지원 및 연대 – 오전 4 / 18 / 토요일 – 오전 10시 – 오전 11시이 
공중 보건 위기의 전례없는 경제적 결과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입니다. 이 시청에 가입하여 소기업을위한시의 구호 프로그램과이 위기에 대처하기위한 복원력과 연대를 구축
하기 위해 지역 사회로서 할 수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경제 및 노동력 개발국 (OEWD)의 이웃 경제
개발 부국장 인 Jorge Rivas와 소기업 사무국 장인 Regina Dick-Endrizzi와 합류 할 것입니다. 

Supervisor Mar에 대한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 질문이나 아이디어가있는 경우 여기에 제출 하십시오 . 자주 제기되
는 질문에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를 통해 참여 확대 링크 전화를 통해 가입 : 전화 (669) 900 6833 회의 ID : 929
3470 1339 암호 : 94,122 원 탭 이동 : + 16699006833, 92934701339 #,, # 94122 # 

 

 

 
지속적인 서비스 및 리소스 :
COVID-19 ( www.oewd.org/covid19)의 영향을받는 사업체 및 직원을위한시 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십시오 ( 소규
모 사업체를위한 자료, 연락처 및 업데이트 포함). 

DPH의 다른 공중 보건 주문 및 권장 사항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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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를 신청 하십시오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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