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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0 월 13 일
독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회복을 지원하기위한 일련의 단계에 대한 지난주 Mayor Breed 의 발표 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지원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뉴스 레터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발표 및 업데이트입니다.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발표 :
SF, 재개 펀드 빛나다
뉴스 레터에서 이전에 발표 한이 시는 운영을위한 건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구 및 비품을 구입하고 공간을 재
구성해야하는 이웃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 만 달러의 보조금 및 설계 서비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관 개선을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을 재 구축함으로써 SF Shines for Reopening
기금 은 과거, 진행 중 또는 미래 작업에 대해 최대 $ 2,000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의 사업체는 최대 $
5,0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기업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공유 공간 프로그램 조사 및 설계 지침
샌프란시스코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더 잘 도울 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완료하는 순
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간단한 설문 조사 시를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각 비즈니
스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를 작성하십시오. 설문 조사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영어 / Español /中文/
Pilipino / Tiếng Việt
또한 공유 공간 프로그램은 구조물이 ADA에 접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거리 안전을 고려하며 비상 접근을 제공
하도록 설계 지침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 인도 또는 주차장의 공유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 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대출에 대한 보다 단순한 PPP 용서
지난 주, 재무부와 중소기업청 (SBA)을 눌렀다 놓습니다 거라고 $ 50,000 이하의 PPP 대출 간단한 대출 용서 응용
프로그램을. 이 조치는 납세자 달러의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소규모 기업에 재정 및 행정적 구제
를 제공하는 PPP 용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 더 간단한 대출 면제 신청서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신청서 작성 및 임시 최종 규정에 대한 지침 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위한 조례 : 수유, 육아 휴직 및 급여 내역
오늘 초 샌프란시스코 노동 기준 집행 사무소는 Legal Aid at Work 및 Small Business Majority와 함께 귀하의 비즈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시 및 카운티 조례 에 대한 정보 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웹 세미나
커버 에드 무엇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고 그들이 당신의 사업 및 인력에 대한 의미한다 . 여기 에서 웨비나 프레젠
테이션 슬라이드에 액세스하고 여기 에서 주문형 웨비나 를 봅니다.
다가오는 기한
제 3의 분기 예상 비즈니스 납세 - 때문에 (10) / 20분의 31
예상 비즈니스 세금 납부는 4 월 30 일, 7 월 31 일 매년 10 월 31 일 예정이다. 재무 및 세무서에서 보낸 통지 에 포함
된 2020 년 예상 분기 별 사업 세 납부액은 2019 년 샌프란시스코 연간 사업 세 신고서에 입력 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기업은 일반적으로 10 월 31 일까지 현 과세 연도 의 3 분기 사업 세를 선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
인하고 온라인으로 결제 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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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기 판매 및 사용 세 신고 – 마감일 : 10/31/20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CDTFA)은 신고 된 판매 세 또는 등록시 예상되는 과세 대상 판매를 기준으로
제출 빈도 를 지정합니다 . 3 분기 (7 월 – 9 월) 판매 및 사용 세 신고는 10 월 31 일까지 마감됩니다. 온라인으로 신
고 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중요한 알림
폐업시 세금 조치
사업을 닫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어려운 결정입니다. T 그는 IRS는 재 설계 비즈니스 페이지를 닫는 사업을
닫을 때 비즈니스 소유자가 연방 세금 단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실내 식당 포스터
실내 식사가 재개됨에 따라 Health Order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 기업이 특정 간판을 게시하도록 요
구합니다. 이 포스터는 실내 위험을 알리기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인쇄 하십시오 .
사업자 등록 갱신 – 온라인 링크 가능
COVID-19 위기로 인해 2021 년 사업자 등록 마감일이 2021 년 3 월 1 일로 연기 됩니다. 2019-2020 년에 발급 된 사업
자 등록증은 2021 년 3 월 1 일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등록비를 갱신하고 지불 할 수있는 모든 사업자 는 다음과 같
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희롱 교육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직원이 5 명 이상인 모든 고용주는 성희롱 및 학대 행위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 첫
번째 교육 마감일은 2021 년 1 월 1 일 입니다. 공정 고용 및 주택 부 (DFEH)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법률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교육 과정에 액세스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2020 인구 조사
샌프란시스코는 2020 년 인구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가구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인
구 조사를 완료하도록 적극 권장 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샌프란시스코 확실히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계산 얻고
encourag하여 더 나은 표현과 혜택을받을 전자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할 직원을. my2020census.gov를 방문 하거나
844-330-2020으로 전화하십시오.
웨비나 :
Business Mastermind : Pivot to Proﬁt – 2020 년 10 월 15 일 목요일 오전 11:00
우리 모두는 사업에“고착”합니다. 소기업 소유주로서의 도전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새로운 솔루션을 생성 할
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팀의 지원을 사용하여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여성 기업가 코치 인 Kris n Brabant와 함께 대화 형 소규모 그룹 Business Mastermind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그녀
가 가장 많이 요청한 워크숍 인이 Business Mastermind는 그룹의 창의적인 천재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15 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당신은 명확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떠나고 다른 사람
들이 그들의 가장 큰 도전을 해결하도록 도와 주면서 다시 활력을 얻게 될 것 입니다.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
십시오 .
상업용 임대 협상 웨비나 -2020 년 10 월 15 일 및 10 월 21 일 오후 5:00
민권 변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기업의 임대 협상을 지원하는 1 시간 웨비나에 참여하십시오. P는 현지 법
률 회사에서 자원 봉사 변호사 분개 T, 그가 인해 보조금에 오클랜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웹 세미나하지만 샌프
란시스코와 산호세 그 도시에서 자영업에 참석하는 경우에 현지 법률을 커버 할 수있다. 상업용 임대 문제에 대한
지원을받을 수있는 추가 방법도 공유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10 월 15 일 또는 10 월 21 일에 가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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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시기에 중소기업 구조 조정 – 2020 년 10 월 15 일 목요일 오후 6시
Covid-19 전염병과 같은 위기 또는 주요 경기 침체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탄력적 인 중소기업
소유자는 생존하고 새로운 정상에 대비하기 위해 종종 비즈니스를 전환하고 재정렬해야합니다. 이 법률 워크숍
은 주요 계약 재협상, 법인 구조 변경, 공동 소유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부채 구조 조정 또는 필요한
경우와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 워크 아웃 및 복구 대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새롭고 완전히 다른 기업가
적 벤처를 다른 날 시작하기 위해 현재 비즈니스를 해체하고 해체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지속적인 리소스 :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
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
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비
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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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311 번으로 전화 할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는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COVID19SF 문자
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 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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