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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제목 : 새로운 최저 임금; DBI, OTC 시간 및 서비스 확대
 
 
2021년 6월 30 일
 
 
친애하는 독자님,
 
저희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증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이 만료 상태를 않는 오늘, 샌프란
시스코 총 수입은 2020 년보다 $ 2,500 만 있다면 대유행으로 인해 그러나 6 월 30 일 2021을, 갱신 기한 11 월 1 일, 2021 유
예 된 귀하의 노란색 2020-202 1 개 사업자 등록 인증서는 여전히 유효 11월 1,2021까지. 사업자 등록 갱신 기한 연기 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ps://s�reasurer.org/business/renew-business-registra�on을 방문 하십시오 .
 
저희 사무실은 독립 기념일 공휴일에 맞춰 7 월 5 일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2021 년 7 월 6 일 화요일부터 중소기업 사무소는 직접 방문 고객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며 대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예약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이 전염병에서 재개하고 회복하는 동안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
하기 위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554-6134로 전화하여 약속을 잡으십시
오. 또한 기업은 oewd.org/covid19 에서 리소스를 자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노동법 업데이트 – 2021 년 7 월 1 일 발효
우리의 마지막 뉴스 레터에서 공유로,이야 everal 노동 법률 조례 의이 됩니다 속도의 증가 효과가 살아야 7 월 1 일을 ,
자세한 내용은 방문 근로 기준 시행의 웹 사이트의 사무실을 .
 
최저 임금 법령 :
효과적인 2021년 7월 1일는 샌프란시스코 최저 임금은 시간당 $ 16.32 될 것입니다 . 이는 파트 타임 및 임시 직원을 포함
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필요한 포스터 는 8.5”x 14”용지에 인쇄해야하며 각 작
업장 또는 작업 현장에 표시해야합니다. 
 
최소 보상 법령 :
MCO (Minimum Compensa�on Ordinance)는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시 서비스 계약자
에게 적용됩니다. 2021 년 7 월 1 일부터 MCO 요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MCO For-Profit Rate = 시간당 $ 18.55
MCO 비영리 율 = 시간당 $ 17.34
MCO 공공 기관 요율 = 시간당 $ 18.00

 
업데이트 된 포스터와 양식은 MCO 웹 페이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 책임 법령 :
HCAO (Health Care Accountability Ordinance) 요율은 7 월 1 일에 시간당 $ 5.85로 인상되며 주당 $ 234.00로 제한됩니다.
이 비율은 매년 7 월 1 일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 됩니다. HCAO는시 계약 업체 및 세입자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및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있는 사람들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된 포스터와 양식은 HCAO 웹 페이지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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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공항 조례 :
건강 공항 조례 (HAO)시 기부 율은 2021 년 7 월 1 일에 인상되지 않으며 시간당 $ 9.50로 유지되며 주당 $ 380으로 제한됩
니다. 다음 인상은 2022 년 7 월 1 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HAO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O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DBI는 처방전없이 살 수있는 시간과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건물 검사학과 (DBI)는 계속 들 확장 그들의 더 나은에 오버 - 더 - 카운터 (OTC) 서비스 시간을 당신과 만약 expedite 허가
발급을 제공합니다. 증가 예방 접종 요금과 도시의 건강 장교에서 업데이트 된 지침으로 인해, 그들은 또한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SERV는 에드 매일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새로운 시간, 더 많은 대면 OTC 서비스
내일 인 7 월 1 일부터 허가 센터가 다음 시간에 열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7:30 – 오후 4:00
수요일 오전 9:00 – 오후 4:00

 
허가 센터는 7 월 4 일 공휴일을 준수하여 7 월 5 일 월요일에 휴무입니다.
 
다음 서비스는 허가 센터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없는 OTC
OTC (플랜 포함) – 당일 등록 또는 예약 필요
OTC 계획 검토
무역 허가 (신규!)
SF 공공 사업 허가 – 거리 공간 및 보도 수리 (신규!)
SF 기획 상담 – 설계 검토 포함 (신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permitcenter@sfgov.org로 연락 하십시오 . 
 
화재 또는 홍수 피해 또는 건물의 거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작업에 대한 긴급 허
가 요청은 dbi.emergencyresponse@sfgov.org로 문의 하십시오 . 
 
JAM을 영구적으로 허용하기위한 보류중인 법률
대유행 기간 동안 시작된 임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은 런던 브리드 시장이 도입 한 계류중인 법률에 따라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JAM (Just Add Music) 허가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기업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야외 엔터테
인먼트를 제공 할 수있게 해준 영구 프로그램은 소규모 기업에 지역 연예인을 초대 할 추가 공간을 제공 할 것입니다.
 
JAM 프로그램은 출범 이후 소기업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참여를 받았으며 매일 또는 매주 엔터테인먼트 및 증폭 된 사
운드 활동을 제공하는 200 개 이상의 기업을 포함하여 야외 위치에서 250 개의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레스토랑 (55 %)
과 바 (33 %)가 발급 된 허가의 88 %를 차지하며, 11 %의 기업이 라이브 음악 공연장과 나이트 클럽으로 식별됩니다.
 
JAM 허가 프로그램은 현재 COVID-19로 인한 현지 비상 상태 선언과 연결되어 있으며 2021 년 12 월 31 일에 만료 될 예정
입니다. 시장 품종 및 엔터테인먼트위원회의 영구 제안에 따라 기존 JAM 허가를 보유한 적격 기업은 야외 허가증을 벽
돌 및 박격포 위치로 이전하거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용을 이전 할 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전학 신청자는 표준
공개 통지, 지역 봉사 활동 및 공개 회의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JAM 허가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허가 절차에 대한 질문이있는 기업은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
나 추가 질문이있는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위원회에 연락하여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
Entertainment.commission@sfgov.org , 628-652-6030.   
 
 
웨비나 :
SFO에서 사업하기 – 2021 년 7 월 1 일 목요일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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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는 FAA-AIP 프로젝트 웨비나에서 SFO에서 비즈니스 수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 년 7 월 1 일 오후 12시에 우리
와 함께 FAA-AIP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공항 계약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Microso� Teams 모임 – 컴퓨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참가
회의에 참여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전화 (오디오 만)
+ 1650-466-0290 ,, 837879288 # 미국, 산호세  
전화 회의 ID : 837 879288 #
 
COVID-19 긴급 임시 표준 (ETS) 업데이트 웹 세미나 – 2021 년 7 월 1 일 목요일 오전 9시
COVID-19에 대한 Cal / OSHA 비상 임시 표준 (ETS)은 2021 년 6 월 17 일에 업데이트되었으며 주지사 행정 명령을 통해 즉
시 발효되었습니다. 이 2 시간 웨비나는 ETS의 변경 사항을 다룹니다.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 를 클릭 하
십시오 . COVID-19 웨비나 에 대한 질문이있는 경우 SFVConsulta�on@dir.c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LBE 비즈니스 인증 : 필요한 사항 알아보기! – 2021 년 7 월 7 일 수요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계약 모니터링 부서 (CMD)는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시 및 카운티와의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
울 수 있도록 무료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이 워크샵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하며 한 달에 한 번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
보를 원하시면 여기 를 방문 하시고 lbecert@sfgov.org로 회신 하십시오 .    
 
사업 재개 전략 – 2021 년 7 월 7 일 수요일 오후 5시
에서 이 워크숍 당신은 것입니다 시간 귀하고 이야 "유행성 때 비즈니스 소유의 내 년"동료 기업가와의 토끼 이야기를 ;
o 자신의 사업을“완전히 재개 한”게임 계획을 작성합니다 . 다시 자신의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상쾌한 것은 완
벽한입니다 ; 전자 는 신규 및 기존 C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nsure OVID의 구호 대출과 보조금을 ; 미래 탄력성을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도구 ; c는 동료 기업가와 지원 및 입력으로 설정하는 고문의 포드를 reate ; 그리고 더. 자세
한 내용을 알아보고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자금 조달 리소스 업데이트 :
SF 뉴딜 중소기업 부채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 – OPEN
SF New Deal은 샌프란시스코의 중소기업 에 $ 1,000,000의 부채 탕감 을 배분 하는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
다 .
 
$ 2,500의 교부금이 400 개의 중소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전에 SF New Deal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이없는 새로 개업 한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업체가 레스토랑 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점, 소매점, 네일 살롱 또는 영향을받는 모든 유형의 소규모 사업체는 지원하도록 권장됩니다.
 
개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중소기업을 지명 할 수 있습니
다. 신청 및 추천 세부 사항은 SF New Deal Small Business Debt Relief Grant 프로그램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서 제
출 기간은 2021 년 6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수여 발표는 2021 년 7 월 31 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Kitchen Zero SF Grant- OPEN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Kitchen Zero 보조금 (최대 $ 14,250)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추적 소프
트웨어 및 식용 식품 기부 조정을 통해 추가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San Franciscans에게 먹이를주기 위해 무료 식
용 식품 구조를 지원하십시오. 보조금의 목표는 특히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기업과 협력하여 잉여 식용 식품을 도
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를위한 $ 14,250은 무료 기부 수거 및 잉여 식용 식품을
비영리 단체에 전달하고 음식물 쓰레기 소프트웨어 추적 도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Kitchen
Zero SF 팩트 시트 를 검토하고 귀사와 협력 할 수있는 3 가지 식품 회수 서비스 / 음식물 쓰레기 방지 파트너를 확인하십
시오. 보조금은 2021 년 9 월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kelly.gaherty@sfgov.org 또는 415-355-3768의 Commercial Zero Waste Assistant Coordinator 인 Kelly Gaherty에게 연락하여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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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펀드 – 2021 년 7 월 1 일 마감
Golden State Warriors와 United Airlines는 소수 민족 소유의 Bay Area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인
Franchise Fund를 시작했습니다. Western Region Minority Supplier Diversity Council과 협력하여 Warriors와 United
Airlines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25 개의 소수 민족 소유의 Bay Area 소규모 기업을 선택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제공 할 것입니다. Warriors와 United는 Na�onal Minority Supplier Diversity Council에서 발행 한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지정을받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25 개 기업 모두 프로그램 완료시 급여를 받게
되며, 집단 그룹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든 Warriors 기업 파트너에게 배포되는 디렉토리에 해
당 기업이 나열됩니다.
 
Bay Area의 소규모 기업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신청서는 현재 열려 있으며 2021 년 7 월 1
일에 마감 될 예정입니다.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Bay Area 소규모 기업은 Warriors 'and Chase Center의 공급 업체 다양
성 목록에 가입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심이있는 중소기업 소유주 는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A 업데이트
SVOG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 오픈
SVOG (Shu�ered Venue Operators Grant) 신청 포털은 현재 라이브 공연장, 라이브 공연 예술 단체, 박물관 및 영화관의
운영자는 물론 라이브 공연장 프로모터, 극장 프로듀서 및 탤런트 대표가 중요한 경제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SVOG 프로그램은 보조금으로 162 억 달러 이상을 충당했습니다. 이 기금 중 최소 20 억 달러 이상은 정규직 직
원이 최대 50 명인 적격 SVOG 신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단일 보조금에 대해 최대 1,000 만 달러
까지 총 수입의 45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SBA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SVOG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
서를받을 때 신청자를 각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을 원하시면
h�ps://www.svograntportal.sba.gov/s/를 방문 하십시오 .  
 
경제 상해 재해 대출 (EIDL) – 오픈
COVID-19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소유주는 재정적 의무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 (EIDL)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0 년 기간 동안 3.75 % 고정 이자율로 최대 $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벌금이나 수
수료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sba.gov/eidl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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