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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제목: 상점 파괴 행위 보조금, Sml Biz Summit 등

2021년 9월 2 일 3 일

 

친애하는 독자,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발표, 리소스 및 업데이트의 요약입니다.

다가오는 마감일 : SF 중소기업 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마감일을 메모 해야 합니다 .

10/31 – SF 담배 쓰레기 감소 수수료: 3분기 마감 ( SF 재무 )
10/31 – CA 판매세 및 사용세: 3분기 보고서 마감일( CA 세금 및 수수료 관리부 )
11/1 – SF 사업세: 분기별 예상 사업세 납부 기한 ( SF 재무 )
11/1 – SF 규제 라이선스 갱신 지불 마감일 , 2020-2021 및 2021-22( SF 재무 ) 

 11/1 – 중소기업을 위한 SF 사업자 등록 갱신 마감, 2021-2022( SF 재무 )

항상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에 sfosb.org 이메일로, sfosb@sfgov.org , 또는 전화 415-
554-6134.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 센터 업데이트

OSB 채용중입니다 ! 샌프란시스코에서 소규모 비즈니스 시작 및 성장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경
우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 센터에서 두 가지 직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게시됩니다 여기에 이번 주.  우리는
다음 전자 뉴스 레터에서 직책에 대한 정보를 보낼 것입니다.

근무 시간 변경 : 9/7/21부터 OSB 대면 서비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저
희 사무실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발표

중소기업 위원회 회의 –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위원회(SBC) 정기 회의에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세요. 월요일 일정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BOS 조례, 파일 번호 210835 , 관리 코드 - 지역 비즈니스 기업 프로그램
공유 공간 구현 업데이트
해상도 요청 T 그는 경제 인력 개발의 사무실에 직접 도움 작은 기업은 직원 보유 세액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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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위원회에 위의 문제에 대한 서면 공개 의견을 제공하려면 sbc@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공개 의견 수
렴을 위해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회의 중 공개 논평을 원하시면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2493 273 4057. 오디오 회의를 통해 회
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오. 대기할 준비가 되면 *3을 다이얼하십시오.

SF Storefront Vandalism Grant 는 신청 가능합니다 . Storefront Vandalism Relief Grant는 상점 전면의 파괴 또는 손상
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비즈니스 의 복원을 위한 재정적 구제를 제공합
니다 . 이 프로그램은 물리적 손상을 수리하는 데 발생한 총 비용(도난 물품 또는 재산 손실 제외)에 따라 $1,000 또
는 $2,000 의 금액을 제공하며 자금 가용성에 따라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 (1) M의 프로그램 것 보다 $ 8 총 매출
과 500 개 이상의 기업이 제공 M 에 대한 파괴 행위 후에 일어났다 , 새로운 조명을 추가, 경보 시스템을 수정, 교체
잠금을 투자 할 것이다 7 월 1 일부터 2020 년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보안 게이트를 창에서 창, 에칭을 교체하고, 더 . 

 
oewd.org/VandalismRelief 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하십시오 . 질문이 있는 경우 VandalismRelief@sfgov.org로 이메
일을 보내십시오 .
등록시관리자 비 니 서밋 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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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 관리자 소규모 비즈니스 서밋 , 시월 OBER 5-6는 
당신이 도시와 함께 사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소기업은 지역 소기업 및 공급업체를 위해 샌프란
시스코 시 및 카운티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 이벤트인 10월 5-6일에 시 관리자의 소기업 회담에
초대됩니다. S 몰 비즈니스는 시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법, 다가오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 계약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해 배웁니다. Summit은 또한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증된
LBE(Local Business Enterprise)가 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www.sf.gov/2021bizsummit 에서 무료로 등록 하십시오 .

SF 레스토랑 위크 – 9/24 
 가을까지 참여 레스토랑 등록 SF 레스토랑 위크 (SFRW) 는 10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2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SFRW는 참여 레스토랑으로 트래픽을 유도하고 시의 독특한 요리 풍경을 기념하기 위해 고안된 10일 간의 프로모
션 캠페인입니다. 골든 게이트 레스토랑 협회는 참여 레스토랑으로 등록을 초대 하여 9월 (금요일) 24. 등록하는 데
2분이 소요되며 등록을 위해 메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오 .

C의 밖으로 도대체 GGRA의 가이드 에 대한 자세한 이벤트 정보, FAQ 및 도움말 메뉴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작업 :
가이드 레스토랑 참여에 대한 | Guía para 레스토랑 참가자 .  

새로운 CalOSBA 소규모 비즈니스 포털 주지사 산하 기업 경제 개발국(GO-Biz)의 일부인 
 캘리포니아 소기업 옹호 사무소( CalOSBA )는 calosba.ca.gov를 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캘리포니아의 중소기

업 커뮤니티를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주 자원. 자금 조달에 대한 리소스, 다
양한 비즈니스 단계의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 등에 대한 포털을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Main Street Small Business Tax Credit II 및 CDTFA Resources Main Street Small Business Tax Credit II 는 자격을 갖춘 CA
중소기업 고용주 에게 COVID-19 재정적 구제를 제공 할 것 입니다. 소기업 2020년 12월 31일의 500 명 이하의 직원
과 전자는 총 영수증은 소득세에 20 % 이상의 감소를 xperienced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
국(CDTFA)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11월 1일부터 30일 까지 신청 하면 자격을 갖춘 직원의 순 증가당 $1,000, 최
대 $150,000 까지 예약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예약됩니다. 적격 소기업 은 보고서 제출 시 크레딧으
로 소득세 또는 판매세 및 사용세를 상쇄 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유용한 리소스: 다양한 리소스, 업계 가이드 , 업데이트된 양식 및 간행물 , 온라인 자습서 및 웨비나를 보려
면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웨비나 :

더 나은 사업 재 구축 - 년 9 월 29 일 오후 1시 @ 
 SF 소기업 개발 센터 것은 내가 호스팅 COVID 어떻게 비즈니스 동안 배운 공유 수업에 nterac�ve 세션은 적응되어 ,

및 사업은 재무, 기록, 마케팅, 서비스 품질 향후 다를 수 방법 , 인력 및 기대.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CDTFA 가상 세금 교육( 전체 일정 ) – 여러 주제 및 날짜

웹 세미나 Básico Sobre Impuesto de Ventas y Uso – 9 월 27 일 오전 9시 및 오후 1시
기본 판매 및 사용세 웨비나 – 10월 1일 오전 10시 | 10월 5일 오전 9시 | 10월 11일 오전 10시
기본 판매 및 사용 세 및 세금 반환 준비 - 년 10 월 (12) @ (9) AM
식품 산업 웨비나 – 10월 8일 오전 10시
인터넷 및 재택 비즈니스 웨비나 – 10월 6일 오전 9시 및 오후 1시
건설 계약자를 위한 판매 및 사용세 웹 세미나 – 10월 7일 오전 9시

 
두 번째 금요일 예방 비즈니스 법률 사무실 시간 – 10/8, 11/12, 12/10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SF 커뮤니티 비즈니스
법률 센터 및 파트너에 

 가입 하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법률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마이크로 비즈니스는 성공적으로 시
작하고,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자금 조달 자원

Gov't Funding Resources 
 CA Relief Grant – 9라운드가 시작되어 9/30에 마감됩니다. 

 9라운드(9월 9-30일): 특정 이전 라운드의 신규 지원자 및 대기자 명단. 
 적격 신청자: 특정 이전 라운드의 현재 대기자 명단 신청자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신청자는 $5,000 ~

$25,000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운드 1, 2, 3, 5, 6 또는 7의 검토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선택되지 않은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라운드 9로 이동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CAReliefGrant.com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복구 대출 기금 -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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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소기업 은 www.CALoanFund.org 에서 최대 $100,000까지 0% 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KIVA 및 지역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DFI ) 과 협력 하여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을 통해 관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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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세금 공제 
ETC 는 직원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직원 1인당 최대 $33,000 의 환불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
고용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을 통해 연방 고용세에 대해 ETC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난 분기에 대해 소급하여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SF Storefront Vandalism Grant 
 D 는 공지 사항 섹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민간 부문 자금 조달 자원

La�nx 부여 기회 - 9/30으로 적용 
 TikTok , 히스패닉 헤리티지 재단 과 파트너가있다 시작 달러 (A $) 15 만 g 호언 장담 F 싶게 확대하고 미국 전역 30

개 작은 La�nx 프로를 높이기위한. 30명의 라틴계 사업주에게는 각각 $5,000의 현금 보조금이 수여됩니다. 지원은 9
월 30일에 마감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GoFundMe 중소기업 구호 기금 : GoFundMe 는 COVID-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500의 매칭 그랜트를 제
공하고, GoFundMe에서 기금 모금을 시작하고, 다른 후원자로부터 $500를 모금합니다. 매칭 그랜트의 각 수혜자는
직원을 돌보거나 지속적인 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알리바바닷컴(Alibaba.com )은 헬로 앨리스(Hello Alice)와 협력하여 미국 온라인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시
장 출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10,000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T O 자격, 등록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은 신규 또는 기존 있어야합니다 Alibaba.com 계정을 . 2021년 10
월 21일 이전에 Alibaba.com에서 소싱한 소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앨리스 제공 COVID-19 리소스 센터 도움 이야 당신은 자금 조달, 전자 학습 가이드 및 멘토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이있는 새 정상을 탐색합니다. 프로 할 수있는 C 오세 에 의해 산업 또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 보기에 자금,
자원, 및 맞춤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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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