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전자 뉴스 레터
제목 : PPP 재 출시, 2021 년 CA 고용 법, IRS 업데이트
202 년 1 월 8 일 1
독자 여러분,
W는 당신에게 보내는 e're 라운드까지 발표 하기 전에 우리가 머리 로 주말. 법률에서 업데이트를 읽어 SF 중소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 , 의 재발을 잔뜩 보호 프로그램 , 국세청 알림 것이 중요 인해 날짜 및 캘리포니아 법률 당신의 사
업이 2021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당신은, 시장 품종의 법안이 통과 놓친 일 을 감독위원회에 제공하는 세금 과 수수료 소규모 기업을위한 연
기를 완벽하게 waiv는 말이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를 하고 유흥 기업, 레스토랑. 자세한 내용은 1 월
6 일 e- 뉴스 를 검토 하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화 (415) 554-6134 또는 이메일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우
리는 기업들이 정보와 리소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oewd.org/covid19를 자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연대에서
작은 및 비즈니스의 사무실 의
발표 :
SF 중소기업위원회 (특별) – 1 월 11 일 월요일 @ 오후 4시 30 분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법률에 대해 알아 보려면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기업위원
회에 참여하여 특별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월요일 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BOS 파일 번호 201415 : 사업자 등록 수수료 및 특정 라이선스 수수료 면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격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 년 7 월 1 일에 시작하는 회계 연도의 연간 사업자 등록비는 면제됩니다.
연장에 관계없이 2020 년 3 월 31 일까지 세금 징수 원에게 지불해야했던 모든 연간 라이센스 비용
은 면제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등록 수수료 및 라이센스 수수료와 관련된 모든 벌금이 면제됩니다.
적격 사업체의 서면 요청에 따라시에 지불하고 세금, 수수료 및 / 또는 벌금을 지불 한 후 1 년 이내
에 제출 한 모든 사업 등록 수수료 또는 라이센스 비용은 환불됩니다.
BOS 파일 번호 201414 : 행정법-샌프란시스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복구 기금.
BOS 파일 번호 201420 : 중소기업을위한 연방 자극 지출에 대한 특별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
안.
BOS 파일 번호 201422 : 부서에 영구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프레젠테이션 : 공유 공간이 디자인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
문제에 대한 서면 공개 의견을 중소기업위원회에 제공하려면 sbc@sfgov.org로 보내 거나 회의에 참여하여 공개 의
견을 수렴하십시오.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 ps://sfosb.org/mee ng/commission-mee ngs-january-11-2021agenda를 참조하십시오.
PAYCHECK 보호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SBA 는 재무부와 협의 하여 신규 차용자와 특정 기존 PPP 차용자를 위해 1 월 11 일 주에 급여 보호 프로
그램 (PPP)이 재개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1 월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 11,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 (CDFI)은
신규 차용자를 위해 PPP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이 라운드 첫 번째 그리기 PPP 대출이 됩니다 작은 우선 순위 사

업을하고, 다음 수 의 특정 기존 PPP의 대출이 신청 번째 그리기 PPP 대출 .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PPP 대출자 는 PPP 대출의 보장 기간 을 비즈니스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 8 주에서 24 주 사이의 길
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PP 대출은 운영 비용, 재산 피해 비용, 공급 업체 비용 및 근로자 보호 비용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충당합니
다.
프로그램의 자격이 확장 되어 501 (c) (6) s, 주택 협동 조합, 다이렉트 마케팅 조직 및 기타 유형의 조직이 포
함됩니다.
PPP는 계절 직원 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기존의 특정 PPP 대출자는 First Draw PPP Loan 금액 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
기존의 특정 PPP 대출자는 1 월 13 일부터 두 번째 추첨 PPP 대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BA는 또한 다음 과 같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소수 민족, 소외 계층, 재향 군인 및 여성 소유 비즈니스 문
제를위한 PPP 지침 ; 경제 원조 법에 의해 수정 된 PPP 에 대한 임시 최종 규칙 ; 그리고 두 번째 추첨 PPP 대출에 대
한 잠정 최종 규칙 . 자세한 정보는 sba.gov/ppp를 방문하십시오 .
IRS 업데이트
국세청 (IRS)은 최근 다음 업데이트를 발표 :
적격 급여 보호 프로그램 비용 은 이제 공제 가능 합니다. 년 1 월 6 일, 마에 그는 국세청과 재무부가 발행 한
지침을 용서 한 잔뜩 보호 프로그램 대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제 주장에 (수익 2021-02 판결). 이 지침은
2020 년 12 월 27 일 법으로 체결 된 2020 년 COVID 관련 세금 감면 법의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경제적 영향 지불 있는 그들의 방법에, 그리고 IRS 방문하는 사람들을 촉구 IRS.gov/의 EIP를 호출 반대, 정보.
IRS.gov/ GetMyPayment 에서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2021 년 표준 마일리지 요율 : IRS는 비즈니스, 자선, 의료 또는 이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공
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2021 옵션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발표했습니다 .
2021 년 2 월 1 일은 고용주가 임금 명세서를 발행하고 제출하는 마감일입니다. W-2 및 W-3 양식 을 사회 보
장국 에 제출하는 마감일 은 일반적으로 1 월 31 일이지만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 인
2021 년 2 월 1 일 입니다. 1099 양식은 또한 수신자에게도 제공 됩니다. 여기 에서 미리 계획하는 방법과 같
은 세부 정보 및 기타 도움말을 찾아보세요 .
다가오는 중요한 마감일
1/31/21 : 담배 쓰레기 저감 F EE 2020 인해 12 월 (31) 끝나는 4 분기.
1/31/21 : * 연장 * 판매 세 연간보고 기준 및 CDTFA가 포함 된 분기 별보고 기준, 12 월 31 일로 끝나는 4 분기
기간.
참고 : CDTFA이 자동으로 부여 년 4 월 2021 3 개월 연장을 원래 1 사이에 의한 결제 및 반환 미만 $ 1
번째

백만 CDTFA 반환을 제기 납세자 2 / 1 / 20 4/30/21. 예를 들어, 4 개
분기 2020 반환 및 지불 지금
인해 2021년 4월에있을 것입니다; 적격 납세자는이 연장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업을위한 2021 주 노동 및 고용 법
2021 년 캘리포니아 사업체에 병가, 근로자 분류, 직원 휴가, 근로자 보상, 안전 규정 집행, 임금 및 실업 보험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 은 아래 목록을 검토 하여 IR 기업 이 준수 해
야하는지 여부를 결정 해야합니다.
Assembly Bill 2017 : Kin Care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직원은 이제 병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에 관계없
이 단독 재량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원 법안 1159 : 근로자 보상 추정
이 법은 직장 관련 질병에 대한 반박 할 수있는 추정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5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직장에서 근무한 후 14 일 이내에 COVID-19에 감염된 직원에 대해 근로자 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
다. 고용. 이 법은 2023 년 1 월 1 일에 만료됩니다.
상원 법안 1383 : 캘리포니아 가족 휴가 권리 법 (CFRA) 확장
직원이 5 명 이상인 고용주 (이전 직원 50 명)는 지정된대로 직원이 자신,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
우자 또는 파트너를 돌볼 수 있도록 최대 12 주 동안 무급 보호 가족 휴가를 제공해야합니다.

의회 법안 1731 : 실업 보험 및 작업
분담 해고를 방지하는 대가로이 법은 고용주가 부분 실업 보험 지급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 동안 시
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 할 수있는 옵션을 허용합니다. Work Share Program을 위해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Assembly Bill 1947 : 불만 보고이 법
은 개인 이 노동 기준 집행부 (DLSE)에 위반 불만을 제기 할 수있는 기간을 6 개월에서 1 년으로 두 배로 늘
립니다.
의회 법안 2992 : 범죄 피해자를위한 보호이
법은 가정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를위한 휴가를 신체적 상해 또는 정신적 상해를 유발 한 범죄의
피해자를위한 휴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가합니다. 노동법 섹션 230 및 230.1을 수
정합니다 .
상원 법안 973 – 연간 급여보고
2021 년 3 월 31 일부터 직원이 100 명 이상인 개인 고용주는 인종, 성별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부 (DFEH)에 연간 고용주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임금. 이 법은 소수자들이 임
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회 법안 1512 : 보안 담당자 휴식 기간
이 법은 특정 개인 보안 담당자가 휴식 시간 동안 구내에 남아 있어야하며 대기 중이어야합니다. 또한 휴식
기간이 중단 된 경우 고용주는 보안 담당자가 가능한 한 빨리 휴식 기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해야합니
다.
조립 빌 1963 :보고 의무적 아동 학대
이 법은 고용 미성년자 (즉, 기업에 적용 18 세 미만의 사람 ), 그리고 5 명 이상의 직원이있다. 이러한 사업
을 위해 AB 1963은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 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직원을 "필수 신고자"로 만듭니다.
(1) 인적 자원 직원은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신고해야합니다. (2) 미성년 직원을 감독하고 직접
접촉하는 성인 직원은 의심되는 성적 학대를 신고해야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직원들에게 의무보고자로
서의 의무를 교육해야합니다.
CLIC 케이 여기 PDF로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웨비나 :
CA COVID-19 주 중소기업 보조금 웨비나 – 1 월 11 일, 12 일, 13 일 오전 11시
국가의 보조금에 소기업 개발 센터의 웹 세미나의 조정은 이야 의 $ 5,000-25,000 중소기업을 위해 , 1 라운드 어플
리케이션에 현재 열려있는 . 관심있는 지원자는 프로그램 요약, 자격 요건, 자금 사용, 지원 절차, 지원 팁 등에 대해
이러한 웨비나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해야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모든 보조금 웨비나 목록을 보려면 CA Relief Grant 웨비나 캘린더 를 방문하십시오 .
자기 부담 보험 플랜 : 건강 관리 보안 조례 계산 지침 – 1 월 12 일 화요일 오후 1시
노동 기준 집행 국은 자체 자금 또는자가 보험 건강 보험 플랜이 2020 샌프란시스코 건강 관리 보안 조례 지출 요건
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하는 고용주 및 고용주 대표를위한 웹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필요한 경우
상금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록 하십시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을위한 모범 사례 – 1 월 . 오전 9시에 13
Oﬃ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에서 주최하는 SF 소기업을위한 팁과 업데이트를 다루는 PPP
(Paycheck Protec on Program) 재 출시에 대한 웨비나를 시청하십시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소규모 비즈니스 리소스
보조금 및
대출 CA Small Business COVID-19 구호 보조금 - 기술 지원 커뮤니티 대출 기관인 CA Oﬃce of Small Business Advocate

and Lendistry에서 관리하는 적격 소규모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해 $ 5,000 ~ $ 25,000 범위의 오픈
마이크로 보조금. 1 차 신청은 2021 년 1 월 13 일 (연장)까지 진행됩니다. 2 라운드는 조만간 발표 될 예정입니다. 신
청하려면 CAReliefGrant.com을 방문하십시오 . 지원 을 위해 현지 파트너 기관 에 문의하십시오 .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팁을 보려면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에서 주최 하는 오전 11시 에 매
일 웹 세미나 를 시청 하십시오 .
Lendistry에 따라 사용자는 해결을 위해 작업중인 사이트의 사용자 수로 인해 사이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신청 기간 동안 계속 시도하십시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려됩니다.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 OPEN 대출은 전염병 기간 동안 CA 소기업에 책임 있고 저렴한 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
공하기위한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주 전체 노력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대출 기관에 의해 제공됩니다. 2019 년에 최
대 50 명의 정규직 직원과 총 수익이 250 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www.CALoanFund.org 에서 자
세히 알아보십시오 .
SF La no Small Business Fund- OPEN , 마감일 1/14/21 미션 경제 개발국 (MEDA)에서 관리하는 최대 $ 50,000의 무이
자 대출. 관심있는 사업체는 추첨 에서 신청할 사업체를 식별하기 위해 추첨에서 고려 될 1/14/21 이전에 대출 문의
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edasf.org/fondola nosf를 방문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FondoLa noSF@medasf.org로 연락 하거나 415-612-2014로 전화하십시오.
SF는 재개를 위해 빛난다 - OPEN 기업은 점포 비용을 지불 도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야외 장벽과 가구처럼, COVID19 안전 대책. 이 프로그램은 과거, 진행 중 또는 미래의 작업에 대해 최대 $ 2k를 상환하고 특정 지역에서 최대 $ 5k
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Shared Spaces Equity Grant-공유 공간 위치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기업에 대한 공개 환급.
여성 소유, 이민자 소유, 레거시 비즈니스 및 기존 문화 지구에있는 비즈니스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소수 고객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포함하여시의 형평성 목표를 발전시키는 지역 소유, 소수 민족 소유 비즈니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5 군 비즈니스 창구 환급 -오픈 20 년 3 월 17 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서진 상점 창구를 교체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D5에있는 사업체에 대해 최대 $ 1,000의 환급을 받습니다. 여
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리소스 추가
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위한 무료 PPE
동남아 커뮤니티 센터에는 안면 마스크, 안면 보호대 및 손 소독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픽업 만 예약하려면 C all
415-885-2743 . 또한 r에 수 equest 스루 얼굴 방패와 손 세정제 시의 일이 작성하여 COVID-19 명령 센터 입니다 구글
양식 . 배송은 일반적으로 팔레트 이상의 대량 주문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연락 covidppe@sfgov.org 질문.
SF 그린 프로그램 - $ (500) 환불 가능한
캘리포니아 녹색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 on Agency)의 $ (500) 리베이
트 프로그램 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대상 항목 , 같은 퇴비화 또는 재사용에-이동 도자기, LED 조명, 안전 세척 및 소
독 제품, 에너지 스타 제품, 및 더. 경비 5 월 1 일, 2020 년 6 월 30 일, 2021 사이에 발생해야 하고, 한 기업을위한 최
근 자신의받은 녹색 사업 인증 , 또는 이다 인증 또는 재 인증의 과정에서.

공과금 구제 프로그램 확장
샌프란시스코 공익 사업위원회는 2021 년 6 월 30 일까지 6 개월 동안 청구 구제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소규모 기업
과 비영리 고객 이 용수 및 폐수 비용을 최대 20 %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
메인 스트리트 소기업 고용 세금 공제
Covid-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받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크레딧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크
레딧을 예약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판매 세 감면
이 입니다 자동 3 개월 세금 확장 CA의 판매 세 미만 $ 1 백만 제출하는 납세자는 큰 기업을위한 과세 매출 $ (5) 만에
최대를 가진 기업에 관심과 처벌없이 지불 계약을 기존의 확장 및 확장 지불 옵션 . 정보를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
십시오 .
COVID-19의 영향을받는 기업 및 직원을위한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OEWD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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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주문 FAQ는시 검사 웹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여기에서 , 시장 보도 자료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311 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를 원하시면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
십시오 : COVID19SF 문자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 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