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제목 : CA COVID-19 G 폭언 R은 (9)가 열리는 운드, SBC M Tg를보다

2021년 9월 9일

 

친애하는 독자,

우리는에 작별을 말하는 것처럼 S의 ummer과 가을을 환영합니다 , OSB는 재확인 우리의 노력 지원 으로 중소기업
을 당신이 계속 하는 복구 및 재건 올해 .

다음은 공지 사항 , 리소스 및 업데이트를 요약한 것 입니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영업 시간 : 현재로 9/7/21는, OSB는 대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오후 5시부터 오
전 9시까지. 저희 사무실 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 입니다.
 
sfosb@sfgov.org 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554-6134로 전화 하여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   

공지 
 중소기업 위원회 회의 –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위원회(SBC)의 정기 회의에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월요일 일정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BOS 파일 번호 210809: 관리 코드 - COVID 19 상업용 임대료 구호 기금. 입법 , 입법 다이제스트 .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주식 전략 계획 2019-2024 . 

BOS 파일 번호 210810: 계획 코드 - 차양 및 천막의 비즈니스 표지판. 입법, 입법 다이제스트 , 입법 검토   

건축법 - 공공 시설 장소에 대한 의무적 장애인 접근 개선 - 기한 연장

직원 유지 세금 공제에 대한 업데이트 : oewd.org/ERTC

SFGovTV 에서 생중계 시청 : h�p://sfgovtv.org/ch2live 

 위의 사항 중 하나에 기록 된 여론 수렴과 중소기업위원회를 제공하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bc@sfgov.org , 또
는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회의에 참가. 공개 논평을 원하시면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2493 890
7176 . 오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오. 대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3을 다이얼하십시
오.   

CA COVID-19 구호 교부금 – 라운드 9 가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 9월 9일 ~ 9월 30일 California COVID-19 Relief Grant의 

 이전 라운드 에 지원 하지 않으 셨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적격 신청자 는 현재 대기자 명단에 있는 신청자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신청자를 포함합니다. 1-3, 5-7 라운드에서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는 자동으로 9 라운드로 이
동되며 재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 는 CAReliefGrant.com 에서 신청 해야 합니다 .

정보 웹 세미나는 거의 매일 진행되며 비즈니스 지원 제공자가 주최합니다. 웨비나 일정 보기 .

레스토랑, 바, 식품 서비스에 대한 GGRA 예방 접종 요구 사항 조사 GGRA(Golden Gate Restaurant Associa�on)는 샌프
란시스코 레스토랑, 바, 식품 서비스 소유자 및 운영자 로부터 새로운 예방 접종 증명 요구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찾
고 있습니다 . 이 설문 조사에서 수집 된 데이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GGRA의 예방 접종 명령의 샌프란시스코의
증거 먹거나 실내 마시는 영향을 어떻게 게이지를 환대 산업. 각 레스토랑 위치에 대해 별도의 양식을 제출하십시
오. 모든 응답은 익명 입니다.

 
h�ps://www.surveymonkey.com/r/ggrasurvey 에서 9월 13일 월요일까지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 하세요.

COVID-19 유급 가족 휴가 세금 공제 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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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mall
Business Majority는 Instagram 의 짧은 비디오 에서 귀하의 옵션을 설명 합니다 .
 
2021 국립 작은 비즈니스 위크 지난달 13-15 
중소기업청 의 (SBA) 국립 작은 비즈니스 위크 (Business Week)에 대한 세 가지 일 가상 정상 회담 (NSBW는) 다음 주
입니다! 올해의 행사는 미국 기업가들의 회복력과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 더 잘 회복함에 따라 중소기
업 경제의 회복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비즈니
스 소유자를 만나고 업계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NSBW에 등록하려면 h�p://www.sba.gov/NSBW를 방문 하
십시오 .
 
웨비나
COVID-19 구호 교부금 업데이트 – 9/10, 9/17, 9/24, 10/1
당신의 사업이 아직 캘리포니아 구제 보조금 신청을하지 않은 경우 는 NorCal SBDC의 금융 센터는 9 라운드를위한
준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프로그램, 자격 요건, 자금 사용 대상, 필요한 문서, 지원을 위해 누구에게 연락해
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두 번째 금요일 예방 사업 법률 사무실 시간 – 9/10, 10/8, 11/12, 12/10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SF 커뮤니티 비즈니스 법률 센터 및 파트너에 가입 하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법률 시스템
을 탐색하여 커뮤니티 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여기
에서 등록하세요.
 
펀딩 업데이트
CA COVID-19 구호 보조금 – OPEN 위의 공지 사항 섹션에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더 알아보기.

AAPISTRONG 자랑스럽게 거침 기금 - 9/10으로 적용 국가 상공 기업가 정신 (ACE)의 아시아 / 태평양 섬 미국 상공
회의소와 UPS가 있습니다 제공 보내고 AAPI 소유의 소규모 기업에 $ 5K 보조금을. 마감일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9/10/21이다 에서 8 59pm : P T, 또는 1,000 제출은 제출 된 경우 . 더 알아보기.

 
라틴어 X 그랜트 기회가 - 9 월 30 일까지 신청 

 TikTok , 히스패닉 헤리티지 재단 과 파트너가있다 출시 확대하고 미국 전역 30 개 작은 La�nx 프로를 상승을 목표로
$ 15 만 그랜트 기금. 30명의 라틴계 사업주에게는 각각 $5,000의 현금 보조금이 수여됩니다. 지원은 9월 30일에 마
감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복구 대출 기금 - OPEN
SF 작은 기업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0 %이자 대출 의 $ 100,000까지 의 www.CALoanFund.org . 이 프로그램
은 KIVA 및 지역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DFI ) 과 협력 하여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을 통해 관리됩니다 .     
 
GoFundMe 중소기업 구호 기금 

 GoFundMe 는 COVID-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500달러의 상응 보조금을 제공하고, GoFundMe에서 기금
마련을 시작하고, 다른 후원자로부터 500달러를 모금합니다. 매칭 그랜트의 각 수혜자는 기금을 직원을 돌보거나
지속적인 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 – OPEN
COVID-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은 재정적 의무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EIDL)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0년 기간에 3.75%의 고정 금리로 최대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위약금이나 수
수료가 없습니다. 에서 자세히 알아 sba.gov/ EIDL .
 
직원 보유 세액 공제 ERTC는 최대의 환불 신용 제공 직원 당 $ 33,000 급여에 직원을 유지하는 인센티브로. 고용주
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을 통해 연방 고용세에 대해 ETC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난 분기에 대해 소급하여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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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업이 oewd.org/covid19 에서 새롭고 업데이트된 리소스 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COVID-19 관련 발표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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