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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Y ELLOW Tier 준비 ; 자금 업데이트 및 더 많은
 
 
2021 년 4 월 6 일
 
 
독자 여러분,
 
시장 품종과 공중 보건부는이 달에 50 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COVID-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발표 와 함
께 시작되었습니다 . E ligible 개인은 방문해야 sf.gov/ getvaccinated 백신을 수신 옵션에 대해하고 찾기 위해 다른
예방 접종 사이트에서 책의 약속에 대한 링크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거나 거주 하
는 사람은 누구나 SF.gov/vaccineno�fy 에서 예방 접종 자격이있을 때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입니다 라운드 업 소규모 기업을위한 공고 및 자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있는 경우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발의안 H – 중소기업을위한 신속한 허가 처리 – 시행 중
저장 우리의 작은 프로, (소유 H 일명) 이니셔티브 조례 년 11 월 2020 년 통과는 소기업 허용이 간소화 된 검토 및
승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열거 나 비즈니스 작업을 변경하는 경우, 당신은 할 수있다 자
격이 당신이 할 수있는 일에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확장 된 유연성을 가지고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
습니다.   

Neighborhood Commercial Districts에서 주로 허용되는 대부분의 사용은 더 이상 30 일 이웃 통지를 요구하
지 않습니다. 
Neighborhood Commercial Districts의 많은 사업체는 더 이상 조건부 사용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Mission 24th St NCT, Mission St NCT 및 SOMA NCT 통제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사용이 더 관대합니다.
팝업 소매 (비공식 소매 용)는 이제 비어있는 상업용 상점에서 허용됩니다.
야외 활동 구역 (예 : 레스토랑 뒤의 파티오)이 더 널리 허용됩니다. 과
소매 작업 공간 (예 : 코 워킹 시설)은 이제 레스토랑 사용과 함께 허용됩니다.

 
방문 30 일 중소 기업의 허가를 얻을 수있는 웹 사이트를 . 이 단계별 기능을 웹 페이지에 자세히 자격, 제출 서류
및 승인에 대한 경로를.
 
2020-2021 사업자 등록 갱신 – 4 월 30 일 마감
2021 년 사업자 등록 마감일이 2020 년 5 월 31 일에서 2021 년 4 월 30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019-2020 년에 발급 된
사업자 등록증은 현재 2021 년 4 월 30 일까지 유효합니다. 감독위원회와 시장은 최근 유행성 사업 세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총 수입이 2,500 만 달러 미만인 특정 샌프란시스코 사업체에 대한 구제. 자격 여부를 확
인하려면 4/30까지 사업자 등록 을 갱신 하거나 세금 신고서 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여기 에서이 구호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기업에 제공되는 추가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을 보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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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E (Office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업데이트
고용주 연간보고 연기
2021년 3월 24일에서 근로 기준 시행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OLSE)는 새로운 관리 지침이 달력 2020 년의 건강 관
리 보안 법령 및 공정한 기회 조례에 대한 연례보고 기한을 연기 발행 이 작업을 수용 소품 오 의 전자 D 입법
COVID-19 공중 보건 위기로 인해 2020 년에 대한보고 요건을 면제하는 감독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계류중
인 법률 및 업데이트 된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는 여기 에서 확인 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2021 COVID-19 보충 유급 병가
C는 공공의 직원 또는 25 명 이상의 직원과 고용주에 대한 작업은 9 월 30 일 2021을 통해 2021년 1월 1일에서
COVID-19 관련 병가의 80 시간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 overed 법 3 월에 서명했지만를 19, 2021, 고용주에
대한 요구 사항은 2021 COVID-19 보충 유급 병가 d 개 제공하는 ID가 3월 29일까지 3 월 29에서 2021 년 시작이 요구
사항은 2021 COVID-19 보충 유급 병가 월에 돌아갑니다 제공하기 시작하지 이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3 월
28 일 사이에 유자격 휴가를 낸 보장 대상 직원이이 법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노동청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중소기업을위한 IRS e- 뉴스
중소기업 용 e-News 최신호에서 IR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주제를 공유했습니다.

IRS는 2021 년 상반기 2 분기 동안 직원 유지 크레딧을 청구하는 고용주를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실업 수당에 대한 세금을 재 계산하는 IRS 5 월에 시작되는 환불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안면 마스크 및 기타 COVID-19 개인 보호 장비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IRS는 개인에 대한 추가 세금 마감일을 5 월 17 일로 연장합니다.
무료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 소유주가 세금 의무를 이해하고 충족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위한 과세 복리 후생 필수 사항 웨비나

 
더 많은 IRS e-News를 보려면 IRS.gov/newsroom을 방문하십시오 .
 
 
웨비나 :
Y ELLOW 계층 준비 – 재개를위한 모범 사례 – 2021 년 4 월 8 일 목요일 오후 4시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OEWD)는 샌프란시스코가 현재 예상대로 주 지침에 따라 Yellow Tier로 이동할 때 예상
되는 규칙 변경 및 허용 가능한 활동에 대해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 웨비나에 참여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 라
이브 Q & A에 참여하십시오. 여기 link.oewd.org/yellow 에서 RSVP하십시오 .
 
기업가를위한 법률 서비스 (LSE) 무료 법률 클리닉 – 2021 년 4 월 15 일 목요일 오후 3시
법률 클리닉을 위해 4 월 15 일 오후 3시 5 분부터 LSE에 가입하세요. Pro-bono 변호사는 법인 설립, 지적 재산 및 계
약 법적 문제가있는 중소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냄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등록이 필요합
니다 .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h�ps://�nyurl.com/APRIL15CLINIC
 
캘리포니아의 기본 고용주 책임 (법률 워크숍) – 2021 년 4 월 22 일 목요일 오후 6시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고용주 책임에 관한 워크숍을 위해 저소득 투자 기금 (LIIF)과 함께 Start Small Think Big에
참여하십시오. 워크샵 콘텐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채용 및 해고
지불
병가

 
이 워크숍은 영어, 스페인어 및 광동어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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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리소스 업데이트 :
샌프란시스코 아티스트를위한 소득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 – 4 월 15 일 종료

년 3 월 25 일 
일 

, 시장의 품종이 발표 샌프란시스코 아티스트를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의 출시를.
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YBCA (Yerba Buena Center for the Arts)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으며 YBCA는 현재 파
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보장 수입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1 년 5 월부터 6 개
월 동안 약 130 명의 자격을 갖춘 샌프란시스코 아티스트에게 매달 $ 1,000를 지급 합니다. pplicants는 파일럿 프로
그램에 등록 자격 요건 충족해야합니다 웹 사이트를 , 및 4.15, (2021) 마감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있다. 이 프
로그램에서 아티스트 란 음악, 무용, 창작 작품, 시각 예술, 공연 예술, 설치, 사진, 연극, 영화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교육 예술가, 예술 교육자, 문화 기반 공예가 및 제작자도 지원할 것을 권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s://ybca.org/guaranteed-income-pilot/을 방문 하십시오.   
 
SBA 업데이트
SVOG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 4/8에 오픈 예정
중소기업청은 폐쇄 장소 운영자 그랜트 (SVOG)의 시작 페이지 시작 응용 프로그램 포털을 4월 8일 (목요일)에 프
로그램에 대한 개방 응용 프로그램의 기대, 2021 공식 SVOG 응용 프로그램 개방 이전에, SBA 호스트는 에드 국가
정보를 웹 세미나를 통해 잠재적 인 적격 기관에 대한 신청 프로세스를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웨비나를 놓친 경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관심이있는 기업은 SVOG 자격 요건을 참조 하고 DUNS 번호를 등록하여 수상 관리 시스템 ( SAM.gov )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전 12 개월 동안 보유한 평균 적격 직원 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직원 수와 월별 수익을 보여주
는 문서를 수집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포털 또는 SBA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 – 2021 년 5 월 31 일까지 연장
지난주 Joe Biden 대통령은 2021 년 PPP 연장 법에 서명하여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을 2021 년 5 월 31 일까지 추가로 2
개월 연장 한 다음 SBA가 아직 남아있는 신청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추가 30 일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보류 중 . 이전
에 PPP 대출을받지 않은 경우 First Draw PPP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PPP 대출을받은 적이있는 경우
특정 사업체는 Second Draw PPP 대출을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A.org/PPP 를 참조하십시오 .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 (EIDL) – 최대 대출 금액 증가

은 24 일 
일 

, SBA는 발표 에 increas가 전자 의 COVID-19 경제 상해 재해 대출 (EIDL) 프로그램을 통해 빌릴 수있는 최
대 금액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입니다. 2021 년 4 월 6 일 주부터 SBA는 COVID-19 EIDL 프로그램에 대한 대출 한
도를 최대 대출 금액이 $ 150,000 인 6 개월의 경제적 피해에서 최대 대출로 최대 24 개월의 경제적 피해로 인상합
니다 $ 500,000의 금액.
 
현재 한도에 따라 대출을받는 기업은 현재 증가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BA는 이메일을 통해 직접 연락
하여 기업이 4 월 6 일 구현 일에 가까워지면 증가를 요청할 수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
운 대출 한도가 시행 될 때 새로운 대출 신청 및 진행중인 대출은 최대 $ 500,000까지의 경제적 피해를 24 개월 동안
커버하는 대출에 대해 자동으로 고려됩니다. EIDL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신청하려면
SBA.gov/EIDL을 방문하십시오 .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RRF) – 출시 예정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RRF)이라는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은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받은 레스토랑과 바에
구호 기금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새로 통과 된 미국 구조 계획에 의해 설립 된 RRF 는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286 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 할 것입니다. SBA는 RRF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 할하지만, 출시 날짜는 아직 보류
중입니다 . 적격 비즈니스에는 레스토랑, 바, 케이터링 업체, 양조장, 탭룸 및 20 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제휴 레
스토랑 그룹의 일부가 아닌 시음 실과 같은 식음료 시설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mall Business Majority /
Venturiz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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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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