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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A Sml Biz Relief; 야외 지침 ; 무료 PPE
 
2020 년 12 월 2 일
 
독자 여러분,
 
어제, 시장 런던 N. 품종이 전송 뚜렷한 메시지를 산 수사에 - 위험한 겨울이 도착했습니다 으로 샌프란시스코 경험
의 가장 높은 수준 COVID-19 케이스 및 입원 . C의 ASE에 캘리포니아와 국가의 나머지 부분 상승을 계속 하고 우리는
해야한다 경계 유지 재평가하고 귀하의 비즈니스의 건강과 안전을 마스크 착용 확산을 줄이기 위해 손을 씻는, 그
리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지역 건강 및 안전 조치를.
 
퍼플 계층 :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주말 국가의 가장 제한적인 퍼플 계층에 넣고 결과로, 도시는 롤백 특정 중요하지
않은 기업과 ac�vi�e 들 ( 우리의 참조 11/29 전자 폭발 자세한 내용을 ). T 그는 홈 주문에 제한 스테이 (LSHO는) 샌프

란시스코 2020 년 11 월 30 일 오후 10시에 발효. LSHO는 12 월 21 
일 
까지 오후 10시에서 5시 사이에 서로 다른 가구

의 필수 구성원이 아닌 구성원이 실내 또는 실외에 모이는 것을 금지 합니다. 또한 필수가 아닌 비즈니스는 오후 10
시까 지 문을 닫아야합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테이크 아웃 및 배달 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야외 식사는 오후 10 시
까 지 닫아야합니다.
 
비즈니스 운영을 재평가 할 때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이전 뉴스 레터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와 리소스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표 :
주지사 뉴섬 A는 nnounces 세금 구제 및 자금 조달을 위해 B의 usinesses 내가 COVID-19 mpacted
11/30/20에서 주지사 뉴섬은 발표 하는 세금 및 자금 조달 방안의 패키지 COVID-19에 의해 영향을 중소 기업을 지원
합니다. T 자신은 포함 :

세금 감면 : 판매 세로 $ 1M 미만을 신고하는 납세자를위한 자동 3 개월 소득세 연장; 과세 매출 $ 5M까지와
기업에 관심과 처벌없이 지불 계약을 기존의 N 확장 ; 그리고 COVID-19 제한의 영향을받는 대기업을위한 확
장 된 무이자 지불 옵션 .
Small Business Hiring Tax Credit 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또는 판매 및 사용 세에
대한 고용 공제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여기 에서 C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on (CDTFA)에
20/12/1/20 오전 8 시부 터 1/15/2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발행됩니다.
소외된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및 문화 기관을위한 최대 25,000 달러 의 새로운 COVID-19 구호 기금 프로그
램 . 중소기업 옹호자의 캘리포니아 사무실 ( CalOSBA가 ) 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작은 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합니다 다음 몇 주. OSB는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California Rebuilding Fund 를 1,250 만 달러로 확장 하여 총 투자액을 3,750 만 달러로 늘 렸습니다. 펀드 launc
의 시간은 주 전역에 걸쳐 지역 사회 대출 기관들과 협력 11/20/20에 에드 작은을위한 사업 COVID-19의 결
과로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정보 및 자격에 대해서는 www.caloanfund.org를 방문하십시오 .

 
소기업을위한 주 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ps://covid19.ca.gov/business-and-employers/를 방문 하십시오.
 
새로운 CA 법률 포기 $ 800 요금에 대한 새로운 LLC 의 
U 예산안 파인더 ( AB-85 국가의 세금 및 요금 ) 주지사 개빈 뉴섬에 의해 서명 , BU의 설정 sinesses 유한 책임 회사
(LLC), 합자 회사 (LP)를하고, 유한 책임 파트너십 의 CA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 (800) 최소 지불해야 프랜차이즈 세
금 수수료 부과 CA의 비즈니스 엔티티 에서 첫 해를 . T 그는 수수료 면제 적용 하는 사업체 2023을 통해 2021에서
형성 목표는 도움이됩니다 및 첫 해 캘리포니아 소규모 기업을위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개인 보호 장비 (PP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youtu.be/ELvbfncOgso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gov/stay-home-except-essential-need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hosted.verticalresponse.com/604411/26b6c2e10d/TEST/TEST/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limited-stay-at-home-order.aspx
mailto:sfosb@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ebulleti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gov.ca.gov/2020/11/30/governor-newsom-announces-immediate-assistance-for-businesses-impacted-by-covid-19-including-temporary-tax-relief-and-500-million-in-gran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tfa.ca.gov/taxes-and-fees/SB1447-tax-credit.ht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tfa.ca.gov/taxes-and-fees/SB1447-tax-credit.ht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taxcredit.cdtfa.ca.gov/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caloanfund.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vid19.ca.gov/business-and-employer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vid19.ca.gov/business-and-employer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3Fbill_id%3D201920200AB85


12/2/2020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2/2

시는 휴일이 다가옴에 따라 남아있는 개인 보호 장비 (PPE) 재고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가장 가까운
기관이나 이웃에 연락하여 30 일 무료 공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ewd.org/PPE 를 참조하십시오 .
 
웨비나 :
중소기업 개발 센터 ( SBDC ) COVID-19 업데이트 및 라이브 Q & A – 수요일 오전 10 시 30 분
Northern CA SBDC Finance Center에 가입 하면 SBA 대출 및 기업에서 사용할 수있는 새로운 대출 옵션을 포함하여
COVID-19 기간 동안의 금융 옵션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할 수 있는 자문단 이 있습니다. CASEFORCE의 변호사 연합 은
또한 COVID 관련 비즈니스 질문에 답변 할 것입니다. sbdc.events / asksbdc에 등록
 
신속한 대응 웨비나 -매월 첫째 및 셋째 화요일 오후 2:00 – 3:15
OEWD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업무 중단, 해고 또는 휴면을 고려
하는 고용주를 위해 격주로 웹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CA 고용 개발부 (EDD), Covered California 및 기타 전문가가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받으십시오. 실업 보험, 의료 혜택, 지역 취업 센터 리소스 등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workforce.oewd.org/ rr에 등록하십시오.
 
환기 요구 사항에 대한 모범 사례 – 주문형
OEWD은 지도자와 11/19/20에 웹 세미나를 개최 엉덩이 SF 엔터테인먼트위원회, SF시 변호사, 공중 보건의 SF 부서
의 환기에 대한 요구 사항 , 지침 , 그리고 다른 건강 주문에 대한 최근 변경. 이 유익한 웹 세미나는 요청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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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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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