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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레터
제목: SF, 실내 마스크 필요 완화, 첫해 무료 등

2021년 10월 8일

 

친애하는 독자님,

어제 London N. Breed 시장 은 COVID-19 사례가 줄어들고 기업 직원에 대한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이 발효됨
에 따라 샌프란시스코가 사무실, 체육관 및 기타 특정 환경에서 100% 완전 예방 접종으로 10월 15일에 마
스크 요구 사항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에서 샌프란시스코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뉴스
및 리소스 요약과 함께 이 업데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sfosb.org , 이메일 sfosb@sfgov.org 또는 전화 415-
554-6134로 문의하십시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다가오는 
 마감일 아래의 SF 비즈니스에 대한 중요한 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10/31 – SF 담배 쓰레기 감소 수수료: 3분기 마감( SF 재무 )

10/31 – CA 판매세 및 사용세: 3분기 납세 기한( CDTFA )

11/1 – SF 사업세: 분기별 예상 사업세 납부 기한( SF 재무 )

11/1 – SF 규제 라이선스 갱신 마감, 2020-2021 및 2021-22( SF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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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10월에 실내 마스크 요구 사항 완화 15 
 런던 N. 브리드 시장과 SF 공중보건국(DPH) 은 어제 COVID-19 사례가 줄어들고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이 감

소함에 따라 사무실, 체육관 및 100% 완전 예방 접종이 필요한 기타 특정 설정에 대한 마스크 요구 사항이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체의 직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개
인과의 이러한 설정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이 마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실내 설정으
로 간주됩니다. 이 발표는 대부분의 다른 환경에서 실내 범용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기준 과 함께
8개의 다른 베이 지역 관할 구역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실내 마스킹은 소매점과 엘리베이터, 로비, 화장실과 같이 다양한 직장 환경의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실내 공용 공간을 포함하여 더 넓은 대중이 접근하는 모든 장소에 계속 적용됩니다. 실내 마스킹은
예방 접종 요구 사항의 증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먹거나 마시는 고객을 제외하고 술집과 식당에서도 계속
적용됩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새로운 건강 명령이 발령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RST YEAR FREE *NEW* 
 First Year Free는 SF 감독위원회  에서 최초 등록 비용, 초기 라이센스 비용, 첫해 허가 및 적격 신규 비즈니

스 및 신규 위치에 대한 기타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통과시킨 새로운 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사업. 

어떤 기업이 자격이 있습니까? 
 첫해 무료 자격을 얻으려면 2021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0월 31일 사이에 시작하고 다음을 수행

하는 신규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새로운 위치여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예상(또는 보고된) 총 수입 이 $2,000,000 이하입니다. 그리고 
1층 상업용으로 등록된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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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소매가 아닙니다.
적격한 위치에 대해 면제되는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연도 사업자 등록비(신규 사업자만 해당)
신청, 검사 및 일회성 허가 수수료
초기 라이선스 비용

기업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비즈니스가 재무 및 세무 사무소에 새 위치를 등록하거나 추가할 때
이 양식은 정보를 요청하고 첫해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결정합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등
록할 기회를 갖게 되며 등록을 확인하는 이메일과 편지를 받게 됩니다. 참여 대행사는 비즈니스 또
는 위치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일부로 면제되는 수수료에 대해 비즈니스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체 정보를 보려면 h�ps://s�reasurer.org/first-year-free를 방문 하십시오 .

SF 노동법 업데이트 
 다음은 노동 기준 집행국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의료 보안 조례 요금 
 샌프란시스코 의료 보안 조례에 따라 고용주는 샌프란시스코 직원의 의료 서비스에 최소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3.30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99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2.20 입니다. 

통근 혜택
샌프란시스코의 통근자 혜택 조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샌프란시스코 고용주
와 전국적으로 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려면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
고, 카풀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는 통근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Bay Area에 5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있는 Bay Area 고용주는 Bay Area 통근 혜택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직원에게 통근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고용주 연간 보고 양식 일정
COVID-19로 인해 Francisco 는 HCSO(Health Care Security) 및 FCO(Fair Chance Ordinances)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에 대한 고용주의 연간 보고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 고용주는 HCSO 및 FCO의 다
른 모든 측면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고용주 연간 보고 양식은 2021년 연도에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2022년 4월 30일에 마감 되
며 2022년 4월 1일까지 HCSO 및 FCO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웨비나:

비즈니스 계획 – 10/7 @ 10AM 
 계획이 있는 비즈니스는 계획이 없는 비즈니스보다 6배 더 성공적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업 계획이 귀하

의 요구 사항에 가장 잘 부합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에서 주최하는 이 웨비나는 선택 사항을 안내하고 비즈니스 계획 작성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도구를 통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소셜 미디어 팁 및 요령 – 10/18 @ 오후 4시 
 Norcal SBDC 레스토랑 프로그램은 음식 블로거/소셜 미디어 전문가인 Chris�na Mitchell과 함께 오후를 보

내고 식품 비즈니스를 위한 소셜 미디어 팁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참석자는 게시물을 계속 유지하고 고
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팔로워를 고객으로 초대하는 방법, 소셜 미디어 전략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
웁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Negocios 계획 – 10/19 @ 오후 6시 
 Inscribase en la clase de preparación para negocios de Renaissance para aprender conceptos básicos de

negocios y desarrollar redes. Esta clase se llevará a cabo durante 2 horas cada martes por 8 semanas,
comenzando el 19 de 10월 6:00 pm a 8:00 pm. En esta clase se les brindara una descripción general del análisis
del mercado obje�vo, las operaciones comerciales basices y los principios básicos de finanzas empresariales. 등
록하십시오.

자금 조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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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소규모 기업을 위한 Salesforce 보조금 – 10/17/21까지 신청 
Salesforce는 SF의 87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현재 지원이 시
작되었으며 10월 17일 오후 11시 59분(태평양 표준시)에 마감됩니다. 적격 사업체는 영리 기업인 샌프란
시스코 내에 위치하고 직원이 2-50명 사이이고 1년 이상(2020년 9월 이후) 사업을 했으며 연간 매출이
$25,000-200만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 요건 . 자세히 알아보기 및 FAQ를 검
토 .

Shared Spaces Equity Grant – 11/30/21까지 신청하십시오 
 . 7월에 감독 위원회는 팬 데믹 기간과 이후에 Shared Spaces를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

과시켰습니다. 시는 영구 공유 공간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공유 공간 운영자에게 2,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유 공간이 새로운 지침을 준수하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SF 점포 기물 파손 보조금 
 점포 기물 파손 구제 교부금은 7/1/21 이후에 발생한 기물 파손의 영향을 받은 SF 소기업에 $1,000 또는

$2,000를 제공합니다. 기금은 자물쇠 교체, 새 보안 게이트, 경보 시스템 수리, 새 조명 추가, 창문 교체, 창
문 에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질문이 있는 경우 VandalismRelief@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SF 소기업 복구 대출 기금 
 SF 소기업은 www.CALoanFund.org 에서 최대 $100,000까지 0% 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

그램은 KIVA 및 지역 사회 개발 금융 기관(CDFI)과 협력 하여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 을 통해 관리됩니다
.     

경제적 상해 재해 융자(EIDL) 
 COVID-19에 대응하여 소기업 소유자는 재정적 의무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상해 재해 융자

(EIDL)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0년 기간에 3.75%의 고정 이자율로 최대 $500,000까지 가능합
니다. 선불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직원 유지 세금 공제 
 ETC는 직원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직원당 최대 $ 33,000의 환불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합니

다 . 고용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1일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을 통해 연방 고용세에
대해 ET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더 알아보기.

GoFundMe 중소기업 구호 기금: GoFundMe는 COVID-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500달러의 상응
보조금을 제공하고, GoFundMe에서 기금 마련을 시작하고, 다른 후원자로부터 500달러를 모금합니다. 매
칭 그랜트의 각 수혜자는 직원을 돌보거나 지속적인 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의도가 있어
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Hello Alice 는 COVID-19 리소스 센터 에서 자금, e-러닝 가이드 및 멘토링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새로운 표
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은 산업 또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별로 선택하여 자금, 리소스
및 맞춤형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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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