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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일주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비즈니스에 도움이되는 다음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h ps://sfosb.org/ebulle 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London N. Breed 시장과 함께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웹 세미나 – 2020 년 4 월 27 일 월요일 오후 3시
소규모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한 뉴욕시의 대응에 관해
웨비나를 위해 London Breed 시장과 샌프란시스코의 소기업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하십시오.
소규모 기업 지원, Stay Home Public Health Order에 관한 최신 정보 및시의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에 대한 업데이
트 및 정보를 얻으십시오.
패널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Cynthia Huie , 소기업 위원
Rodney Fong, 샌프란시스코 상공 회의소 회장
Joaquín Torres, 경제 및 인력 개발 담당 이사
브리드 시장과 패널리스트에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4 월 24 일 금요일까지 여기 를 클릭하여 질문을 제출 하십시오 .
웹 세미나는 다음 링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됩니다 : 웹 세미나 참여 . (온라인 스트림에 대한 링크는 sfmayor.org/
SmallBizCOVIDWebinar 에서 오후 2시-오후 4시 27 분에 이벤트가 시작되기 1 시간 전에 제공됩니다) .
CA 보험 부 : COVID-19 비즈니스를위한 조치 및 지침
4 월 17 일에 전화 및 시청에서 주 및 연방 비즈니스 책임자 인 California Insurance Commissioner Ricardo Lara는
COVID-19의 영향을받는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DOI (Department of Insurance)의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
공했습니다. 3 분의 요약 비디오를보고 회의 메모를 검토하십시오 .
소규모 비즈니스 요구를 해결하기위한 DOI의 최근 조치 :
4 월 10 일, DOI는 식품, 약품 및 필수 제품을 계속 제공 할 수 있도록 CA 필수 비즈니스를위한 배달 운전자
에게 자동차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DOI는 4 월 13 일 보험 회사에 2020 년 8 월 20 일까지 보험료 공제, 감면, 반품 또는 기타 보험료 조정으로 보
호소가 확장 된 경우 3 월과 4 월, 5 월에 보험료를 소비자와 사업체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
4 월 14 일 , DOI는 보험 회사가 COVID-19에 의해 야기 된 모든 사업 중단 주장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보험
회사가 주장 제기를 설득하려고 시도하거나 청구 주장을 완전히 거부하는 시도에 대한 수많은 불만이 접
수 된 후.
3 월 26 일 , DOI는 보험 회사에 중소 기업의 데이터에 사업 중단 보상 범위와 보장 및 비보험 사업 손실 규
모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DOI는 CA 의회 대표단에게 문제의 범위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후의 연방 부양책 패키지는 업무 중단이 없을 수있는 사업체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업 중단 보험 청구를 제기하기위한 DOI 지침 :
각 상업용 보험 정책 은 다르며 보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선택적인 보험 적용 범위 인 업무 중단 보험 이있는 경
우 보험 대상 원인 또는 위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바이러스로 인한 중단은 보장되지 않지만 여전히 보험사에 공
식 청구를 제기해야합니다. 거부 된 경우 보험사는 거부에 대한 모든 법적 및 사실 사유를 서면으로 서면으로 전
달해야합니다. DOI는 다음 단계를 권장합니다.
1. 보험 증서, 보험 적용 한도 및 공제액을 포함하여 보험 정책의 선언 페이지 및 전체 정책을 검토하여 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정하십시오. 대리인, 중개인 또는 보험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 가능한 빨리 보험 회사에 공식 청구를 제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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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가 거부되면 DOI에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합니다. 기관은 청구 사실, 정책 규정을 검토하고 결정에
문제가있는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합니다.
지원 요청을하려면 1-800-927-4357로 전화 하거나 온라인 으로 불만을 접수하십시오 . 종이 양식은 온라인 불만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DOI 리소스를 보려면 FAQ를 검토하고
h ps://bit.ly/3cLZYWr을 방문 하십시오 .
CDTFA 판매 및 사용 세 무이자 지불 계획
12 개월 동안 CA 판매 및 사용 세 의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불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까?
년 3 월 30 일, 주지사 뉴섬은 발표 파일 판매 미만 $ 100 만 사용 납세 의무는 세금 및 수수료 관리 (CDTFA)의 CA 부
서와 파일에 대한 세 가지 추가 개월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 연장에 해당되는 경우, 2020 년 1 분기 2020 세금 보고
서는 2020 년 7 월 31 일로 마감됩니다. 자동 마감일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옵트 인 할 필요는 없습
니다.
또한, 4 월 2 일, 뉴솜 주지사 는 소기업 납세자에게 5 백만 달러 미만의 과세 대상 연간 판매액을 제공하여 최대 5
만 달러의 매출을위한 12 개월의 무이자 지불 계획을 수립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세금 책
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지불은 2020 년 7 월 31 일까지 마감되지 않습니다. 관심있는 비즈니스는 CDTFA의 웹 페
이지를 검토 하고 온라인 지불 계획 요청 포털에 통지 할“판매 및 사용 세에 대한 소기업 구제 지불 계획”섹션에
링크 된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열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415-356-6600으로 전화하거나 SanFranciscoInquiries@cd a.c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상업적 퇴거 모라토리엄 및 임대료 구제 전략
4 월 15 일 , Breed 시장은 2020 년 5 월 17 일까지 추가 30 일 동안 상업적 퇴거 모라토리엄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 명
령 에 서명했습니다 . 모라토리엄 은 수입 손실 또는 수입 손실로 인한 소득 손실로 인해 중소 기업이 퇴거되는 것
을 방지합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다른 경제적 영향. 귀사의 비즈니스가 퇴거 모라토리엄에 적합한 지 여
부 와 지침 및 FAQ 를 보려면 여기 를 확인하십시오 .
COVID-19 , 카르멘 추 심사관 및 Esbia의 Tobias Damm-Luhr 동안 상업용 임대 구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주인에
게 연락 할 생각이라면 . 에서 LCCR 4 월 23 일 상업 임차인과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몇 가지 임대 구호 전략을 공유
RD의

웹 세미나.
미래 날짜까지 임차인의 임차료 지불 연기.
1 개월 이상 임차료를 X % 감액
지불 계획에 동의하십시오.
임차인은 월 임대료 대신 임대 주에게 순수익의 백분율을 제공합니다.
임대 기간 연장에 동의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은 서로 재정 지원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을 옹호 할 수 있습니다.

MEDA (Miss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는 임차인과 임대인을위한 상업용 퇴거 규정에 관한 임시 모라토
리엄에 따라 임대인과 의사 소통하기 위한 지침과 템플릿 편지 를 만들었습니다 .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상의하여 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
스에 대해서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Bay Area Legal Incubator ,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변호사 커뮤니티.
SF 변호사 협회 변호사 추천 및 정보 서비스 는 30 분 동안 $ 35의 상담을받습니다.
기업가를위한 법률 서비스 는 자원 봉사 변호사와 1 시간 무료 전화 상담 을 제공합니다.
웹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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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및 EIDL U의 중소 기업 청에 pdates - 11:00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PT가 )
가입 중소기업 대부분 과 미국 중소기업청를 더이 프로그램에 대해 배울 수있는 무료 웹 세미나에 어떻게 EIDL을
신청하고, 소기업 소유자가 지금 이용할 수있는 PPP 대출 및 기타 리소스. 이 웹 세미나에 오늘 등록하십시오.
COVID 19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소기업 안전 - 일 수요일 , 4 월 위원장 (29), 2020 오전 11시
Small Business Week ( ly )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상공 회의소는이 기간 동안 소기업에 대한 보
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SFPD 사령관 Daryl Fong과 함께 웨비나를 주최 할 예정입니다. SFPD 전략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가입하십시오. 등록 또는 웨비나의 Q & A 기능을 사용하여 질문을 제
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COVID-19 ( www.oewd.org/covid19)의 영향을받는 사업체 및 직원을위한시 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십시오 ( 소규
모 사업체를위한 자료, 연락처 및 업데이트 포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DPH의 건강 지시 및 권장 사항은 sfdph.org/ dph /alerts/coronaviru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 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 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에 가입 하십시오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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