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SML 판매 릴리프 - 라이센스 연기, 라틴 대출 기금
 
2020 년 12 월 9 일
 
독자 여러분
 
화요일 런던 N. Breed 시장 은 COVID-19의 영향을받은 지역 소규모 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새로운 조치
를 발표했습니다 .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의 연기 2020 및 2021 통합 수신료 마감 , 최대 지원에서 $ 100 만 운
영 사업 공유 공간 새로운 주식 그랜트를 통해 ,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소유의 기업을위한 제로 금리 대출에서 추가
$ 3.2 만 달러 SF 통해 라틴계 대출 기금 . 최신 업데이트 , 공지 사항 및 리소스 와 함께 새로운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으십시오 .
 
알림 :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12 월 6 일 일요일 오후 10시에 뉴욕주의 지역 재택 주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업은 검토해야 이 테이블을 최근 현탁액 및 특정 사업 및 활동에 배치 제한에, 새로운 준수 보건 주문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건강 지침 과 관련된 에 귀하의 비즈니스 유형.
 
이번에는 기업이 얼마나 힘들 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415) 554-6134로 전화하여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우리는 기업들이 정보와 리소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oewd.org/covid19
를 자주 확인 하도록 권장 합니다.  
 
발표 :
SF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새로 발표 된 조치
12/7에서 시장 런던 N. 품종은 발표 도움이 중소 기업의 t의에 다음과 같은 조치 시간 COVID-19에 의해 영향 한에서
입니다.
 

2020 및 2021에 대한 통합 라이센스 법안 - 마감 확장 행진 2020, 기업을위한 마감일은 2020 통합 라이센스
요금을 지불하는 워싱턴 의 확장 2020년 4월 30일에서 3 월 1 일 2021 년 발표에 yest 전자 rday 통합 라이센
스를 들어, 기한을 : 연간 2020 및 2021에 대한 청구서가 지불에 더 많은 구호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확장
된 통합 라이센스는 요금 2020 - - 2021년 10월 31일로 확장 보수를 마감 - 2021년 10월 31일로 확장 보수를
통합 라이센스 요금 2021- 마감 는 통합 면허 수수료는 SF 재무 및 세무사가 징수 하며 다음을 포함하는시 부
서에서 레스토랑 및 식품 업체, 바, 편의점, 많은 소규모 소매 업체, 호텔, 여행사 및 일부 개 산책로에게 청구
됩니다. 공중 보건부, 엔터테인먼트위원회 , 소방서, 경찰서, 동물 보호 및 통제. 
 
 
 
 

 
SF 라틴 중소기업 기금 - 지금 열기 , 마감 1/14/21는 샌프란시스코 라틴 중소기업 기금은 라틴 아메리카 지
역 사회를위한 COVID 관련 지원을위한 도시의 $ 28.5M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n은 nounced 9 월. 이 기금은
미션 경제 개발국 (MEDA)에서 관리 하며 적격 기업 에 최대 $ 50,000 의 o %이자 대출 을 제공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및 복권 : 관심있는 기업이해야 에 대출 문의 양식을 작성 link.oewd.org/la�n O를 기금 t 전에 그는
마감 , 2021년 1월 14일을 에서 오후 11시 59분 . 기한이 지나면 MEDA는 공식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라틴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추첨에 우선 순
위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k.oewd.org/la�nofund를 방문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FondoLa�noSF@medasf.org로 연락 하거나 415-612-2014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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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Spaces Equity Grant – 지금 시작 , 신청 마감일 없음 Shared Spaces Equity Grant는 공유 공간 위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기업에 환급 을 제공 합니다 . 여성 소유, 이민자 소유, 레거시 비즈니스 및 기
존 문화 지구에있는 비즈니스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소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포함
하여시의 형평성 목표를 발전시키는 지역 소유, 소수 민족 소유 비즈니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보조
금은 지원자에게 지원 상태에 대해 2 주마다 알림을받으며 순차적으로 발행됩니다. 신청하려면 sf.gov/ g et-
help-paying-your-shared-space-improvements를 방문하십시오 . 의 이전 전자 뉴스 발표는 마에 그가 재개를
위한 공유 공간 보조금 프로그램 입니다 여전히 열려있는 응용 프로그램 . 기업은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개
별 기업은 SF Shines for Reopening 및 Shared Spaces 에퀴티에서 모두 $ 5,000 이상을받지 못합니다. 
 
 

 
업데이트 된 지침 문서
SFDPH (SF 공중 보건부) 는 2020 년 12 월 6 일부터 실내 및 실외 활동의 중단 또는 제한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기 위
해 다음 지침 / 팁 시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팁과 F의 R은 equently 동안 소매 기업을위한 질문 제공하는 매장 쇼핑이나 서비스를 묻는 COVID-19 (12/7) *
포함 : 필수 측광 시스템을 휴가 동안 안전 요원 /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 용량, 환기 요구 사항 및 지
침에 시즌.
임시 지침 :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실내 및 실외) (12/7)
모임을 위한 팁 및 자주 묻는 질문  (12/6) 
야외 놀이터 지침  (12/6) 
잠정 지침 : COVID-19 유행성 기간 동안 식사 – 실내 및 실외   (12/6) 
COVID-19 기간 동안 숙박 시설에 머물기 위한 팁   (12/6)
잠정 안내 : 실내 영화관  (12/6)
COVID-19 기간 동안 사무실 시설 을 열기위한 팁 및 자주 묻는 질문   (12/6) 
실내 운영을위한 팁 시트 : 개인 서비스  (12/6)
COVID-19 기간 동안 야외 개인 서비스에 대한 지침   (12/6 
COVID-19    (12/6) 기간 동안 매장 내 쇼핑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소매 업체를 위한 팁 및 자주 묻는 질문
지침 : 도로변 소매점 (12/4 업데이트)

 
A에 대한 모든 최근 발표 된 목록 SFDPH의 정보와 지침 및 관련 번역 방문 SFDPH 질병 예방 및 새로운 기능 - 제어 .
또한 기업, 고용주 및 직원에 대한 정보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다가오는 중요한 날짜 :

12/10/20-SF Treasurer & Tax Collector로 인한 첫 번째 재산세 청구서의 SF 재산세 마감일 . 여기에서 온라인
으로 결제하고 온라인 결제에 대한 비디오 를 볼 수 있습니다 . * COVID-19 벌금 면제 : COVID-19 위기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 또는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세금 기한이 지난 후 온라인 으
로 벌금 면제 요청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되면 2021 년 5 월 6 일까지 행정 명령 N-61-20에 따라 연체
료없이 청구서를 지불해야합니다 .
2021 년 1 월 1 일 – 2021 년 SF HCSO (Health Care Security Ordinance) 지출 요율 이 발효 됩니다. HCSO 포스터
는 모든 작업장 또는 작업 사이트에 게시해야합니다.
1/1/20 – CA 고용주를위한 성희롱 교육 마감일. 성적 괴롭힘과 학대 행위 방지 교육은 5 인 이상 CA 고용주
의 CA 기반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2 년에 한 번 제공되어야합니다. 비 감독 직원의 경우 1 시간, 감독
자와 관리자의 경우 2 시간입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 여러 언어로 된 리소스
및 자료를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FAQ를 검토하십시오 . 
 

IRS 알림 : 2021 년 세금 신고를 더 쉽게하기 위해 지금 취할 조치; W-2 마감
2020 년은 많은 변화와 함께 바쁜 한 해였습니다. 반드시 납세자가 세금 혜택이나 메이크업 실수를 놓치지 않
는하려면, 국세청은 2021 년 검토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말 파일 연방 세금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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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을 장려 특별 페이지 , 단계 납세자 메이크업에 지금 취할 수 설명 2021 년에서 쉽게 세금 신고는 또한 ,
IRS는 2021 마감일 파일 양식 W-2 2월 1일의 고용주를 생각 나게한다 .
 
자금 조달 / 세금 공제 알림 :

5 군 비즈니스 창구 환급 – 열기
5 군 감독관 Dean Preston과 SF 지방 검사실 은 부서진 상점 창문 을 교체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D5에 위
치한 사업체에 대해 최대 $ 1,000 의 환급 을 제공 합니다 . 사건은 매년 3 월 17 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해야
하며 연간 최대 두 번의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 개방 
CA 재건 기금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 간의 협력 관계로 CA 소규모 기업이이 위기에서 살아남고 재건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저렴한 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 합니다. 이 기금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대출 기
관에 의해 배치되고 있으며, 2019 년에 최대 50 명의 정규직 직원과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신
청할 수 있습니다. www.CALoanFund.org 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하십시오.   
Main Street Small Business Tax Credit – Open Small Business Hiring Tax Credit 은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중소
기업 에게 소득세에 대한 고용 공제 를 제공 하거나 판매 및 사용 세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소 불가
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여기 에서 CA CDTFA (C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on)에
1/15/21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발행됩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열려있는 웨비나 및 공과금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 12 월 10 일 오후 12시 캘리포니아 그린 비즈
니스 네트워크 에 
참여하여 에너지 효율 금융, 절약 및 비즈니스 COVID-19 안전 에 관한 웨비나 에 참여하십시오 . 에너지 효율 자금이
COVID-19 안전 업그레이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게스트 연사 GoGreen Financing, Bay Area
Regional Energy Network 및 Alliance for Energy Efficiency.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h�p://bit.ly/safetysavings       
 
어려운시기에 중소기업 구조 조정 – 12 월 14 일 오후 6시 – 오후 9 시 
SF 커뮤니티 비즈니스 법률 센터에 의해 발표, t는 자신의 법적 웹 세미나는 데 도움이 소규모 기업 들이 같은 ES 피
벗 COVID 19시를. 주제에는 주요 계약 재협상, 법인 구조 변경, 공동 소유자의 인수 또는 인수, 비즈니스 전체 또는
일부 판매, 부채 구조 조정 등이 포함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가상 타운 홀 : 중 여성 비즈니스 소유자를위한 보험 문제 COVID - 19 - 12 월 16 일 오후 1시 반 
에 참여 Vikita 가상 타운 홀에 대한 포인 덱스터, 여성 비즈니스 소유자 캘리포니아 협회 (NAWBO-CA) 대통령과 CA
보험 감독관 리카르도 라라 COVID-19 대유행 비상 사태 동안 여성 사업자의 보험 문제에 대해 여기에서 등록하십시
오 : h�ps://�nyurl.com/womenbusine s sowners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
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
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ve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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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311 번으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COVID19SF 문자
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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