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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대상 : Moratorium Ext; Cal OSHA / 노동법 업데이트 등

2021 년 6 월 18 일
독자 여러분,
주말을 시작하기 전에 소기업을위한 공지 사항과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중소 기업의 사무실
에있는 사람 도움을 현재 열려있는 제한된 용량 , 약속에 의해 . 캘리포니아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위원회 (칼 OSHA)
과 현재의 도시 정책은 여전히 필요 직원 에 마모면 코팅과 관계없이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우리
의 예방 접종 상태를 표시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 청사 내부의 모든 사람 (일부 예외 제외) 에게 마스크
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이 전염병에서 재개하고 회복하는 동안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554-6134 로 전화 하여 약속을 잡으십시오 . 우리는 또한 확인
하기 위해 사업을 장려 oewd.org/covid19 자원 자주.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발표 :
상업 퇴거 모라토리엄 연장
지난주 Gavin Newsom 주지사 는 Commercial Eviction Moratorium을 2021 년 9 월 30 일까지 연장 하라는 행정 명령
에 서명했습니다 . 이 중단은 San Francisco에서 사업을하기 위해 등록 된 상업용 임차인, 하위 임차인 및 월별 또는
보류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총 수입이 2,500 만 달러 이하인 경우 2020 년 3 월 16 일부터 2021 년 9 월 30 일까지
임대료를받지 못한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집주인은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하고 귀하의 지불을 따라 잡을 기회를 제
공하기 전에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상업용 임차인 이 COVID-19 위기로 인한 재정적 영향으로 인해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지불 해야하는 임대
료를 놓친 경우, 임대주는 지불액을 놓 쳤기 때문에 주택 소유를 회복하려고 시도 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가능한 인
내 기간. 인내 기간 의 길이는 2020 년 11 월 1 일 을 기준으로 상업용 임차인이 보유한 정규 직원 ( "FTE")의 수에 따
라 결정됩니다 . 아래 표에서는 모라토리엄 기간이 2021 년 9 월 30 일에 종료 된다고 가정합니다 .

상업적 퇴거 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 하십시오 .
새로운 사이 니지 업데이트
샌프란시스코는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가 귀하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 한 모든 노력 덕
분에 더 안전한 재개 장을 축하합니다. 이 새로운 단계의 일환으로,시는이 새로운 녹색 징후 우리의 봉사 활동 툴킷
의 상단에 업로드 펜실바니아 g의 전자 . 하나 : 새로운 건강 위해 두 가지 징후를 작성하려면 기업이 필요 팻 R O NS
와 하나의 인원 오 nnel을 . 기업과 조직이 직접 인쇄 할 수 있도록 흰색 배경의 인쇄용 버전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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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직은주의 얼굴 가리개 안내와 관련된 간판을 게시 할 수 있습니다. 샘플 간판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가
r에 전자 .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제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귀하와 귀하의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 상징
적 인 파란색 및 금색 표지판을 제거하고 새 표지판으로 교체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귀환을 함께 축하하는 데
동참 해주세요!
Cal OSHA 업데이트
어제 직업 안전 및 건강 기준위원회는 개정 된 COVID-19 예방 비상 임시 기준 (ETS)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Newsom
주지사는 개정 사항이 즉시 적용되도록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
한되지는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6 월 17 일 개정 된 ETS의 중요한 변경 사항 :
증상이없는 완전 예방 접종을받은 직원은 증상이없는 한 COVID-19 사례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 검사하거나
격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실외 (발생 중 제외)의 안면 커버 요구 사항은 없지만, 근로자는 안면 커버의 실
외 사용에 대한 CDPH 권장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고용주는 완전 예방 접종을받은 직원이 실내에서 안면 덮개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허용 할 수 있지만 예방
접종 상태를 문서화해야합니다.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CDPH에 안면 커버가 필요한 일부 설정이 있습
니다. 발병시 모든 직원은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없는 실내 및 실외
에서 안면 커버를 착용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요청시 실내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 차량에서 작업 할 때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접
종하지 않은 직원에게 승인 된 인공 호흡기를 제공해야합니다 .
고용주는 안면 커버를 착용 한 직원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직원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물리적 거리 또는 장벽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발병시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구현해야하는지 평가해야합니다 (노출 된 직원 그룹에서 3
건 이상).
고용주는 대규모 발병시 물리적 간격과 장벽을 구현해야합니다 (노출 된 직원 그룹에서 20 건 이상).
고용주가 제공 한 주택 및 교통 규정에는 물리적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 및 교통에서 예방 접종을받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규정에서 면제됩니
다.
고용주는 환기 시스템을 평가하여 실외 공기를 최대화하고 여과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공기 정화 시스템의
사용을 평가해야합니다.
물리적 거리 :
개정 된 ETS는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물리적 거리 및 장벽 요건을 제거하는 캘리포니아의 일반 대중을위한 규
칙 변경과 유사합니다. 적용될 수있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개정 된 ETS의 어떤 것도 고용주가 물리적 거리와 장벽의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보호 조치
를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작업장 위험을 평가하고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위한 통제를 구현해야하는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장에서 신체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있을 수 있습니
다.
발병 중 (노출 된 그룹의 3 명 이상의 직원) 고용주는 COVID-19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 또는 장
벽이 필요한지 평가해야합니다.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 대해 대규모 발병 (노출 된 그룹의 직원 20 명 이상)에서 물리적 거
리와 장벽을 사용해야합니다.
얼굴 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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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직원의 경우 실내 및 차량 내 안면 커버가 필요합니다. 특정 실내 환경의 직원은 CDPH 명령에
서 요구하는 경우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합니다. 6 월 15 일 현재 CDPH에 안면 커버가 필
요한 실내 환경 에는 대중 교통, K-12 교육 시설, 건강 관리 및 장기 요양 시설, 교정 및 구금 시설, 대피소 (노숙자 또
는 응급 대피소 및 냉각 센터)가 포함됩니다.
안면 커버는 실외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고용주는 6 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없는 실외에서 예방 접종을받
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면 커버가 권장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받지 않은 사
람에게 안면 덮개를 제공하고 요청시 백신 접종을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노동법 업데이트
여러 노동 법률 조례 의이 됩니다 속도의 증가 효과가 살아야 7 월 1 일을 자세한 내용은 방문 근로 기준 시행의 웹
사이트의 사무실 .
최저 임금 법령 :
2021 년 7 월 1 일부터 시간제 및 임시 직원을 포함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시간당 $ 16.32의 샌프
란시스코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합니다. 필요한 포스터 는 8.5”x 14”용지에 인쇄해야하며 각 작업장 또는 작
업 현장에 표시해야합니다.
최소 보상 법령 :
MCO (Minimum Compensation Ordinance)는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시 서비스 계약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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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됩니
다. 이 비율은 매년 7 월 1 일에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됩니다. 업데이트 된 포스터와 양식은 HCAO 웹 페이지 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공항 조례 :
건강 공항 조례 (HAO)시 기부금 비율은 2021 년 7 월 1 일에 인상되지 않으며 시간당 $ 9.50로 유지되며 주당 $ 380로
제한됩니다. 다음 인상은 2022 년 7 월 1 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HAO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O 웹 사이트를 방
문하십시오 .
새로운 판매 및 사용 세율 – 7 월 1 일부터 시행
2021 년 7 월 1 일 부터 다양한 도시와 카운티에서 판매 및 사용 세율이 변경됩니다 .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세율은
8.5 %에서 8.625 %로 변경됩니다. 세율 변경은 표시된 도시 또는 카운티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더 속도가 읽기
에 의해 변경 될 위치에 대해 알아 , 특별한 통지 새로운 영업 및 7 월 1 일 2021 사용 세율 수술 새로운 세율, 세금 코
드, 약어 및 만료 날짜를 볼 사용할 수와 같은 다운로드합니다 스프레드 시트에 7 월 1 일, 2021 년 이전에 칼리 f를
ornia 도시 및 카운티 판매 및 사용 세율 웹 페이지. 몇 가지 특별 세금 및 수수료율도 변경됩니다. 방문 SP 전자 인공
세금 및 요금 귀하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요금의 목록을 보려면 속도 페이지를. 질문이 있으시면 CA
CDTFA (C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고객 서비스 센터 (800-400-7115)에 문의하십시오.
안전한 함께 반품 주문 C19-0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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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지난 뉴스 레터 에서 공유 한 새로운 Safer Return Together 주문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샌프
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증가 하면서 COVID-19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 국가가 안전한 경제
에 대한 청사진을 종료하고 새로운 장소, 제한 COVID-19 지침에 퍼팅과 관련, 보건 책임자 발행 안전한 반환 함께 주
문 C19-07y 갔다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Safer Return Together 주문은 비즈니스 및 기타 부문에 대한 현지 용량 제한, 현지 물리적 거리 요구 사항 및 기타 여
러 이전의 건강 및 안전 제한을 해제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게시 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건 및 안전 계획을 보건 담당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 직원이 가능한
한 원격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 또한, 학교, 보육을 제외하지 않으며, 아웃 오브 - 학
교 시간 프로그램, 지역 보건 지침에 따라 부문 별 지침은 더 이상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fer Return Together
주문 C19-07y 전체를 검토 하십시오.
업데이트 및 철회 된 건강 명령 및 지침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과 함께, 공중 보건부 (DPH)는 d 개의 많은 COVID-19 건강 명령과 지시를 업데이트하거나
종료했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프로그램 지침 – 2021 년 6 월 11 일 업데이트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프로그램 지침 | 보육, 학교 밖 시간 및 주간 캠프에 대한 안내
참고 : 학교 밖 시간 프로그램 (OST)에 대한 요구 사항 및 모범 사례 가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프로그램에 통합되었
습니다 .
COVID-19 건강 명령 및 지침 종료 또는 취소
2021 년 6 월 15 일부터 보건 담당관 은 철회되는 명령 및 지침 목록을 발표 했습니다.

웨비나 :
소규모 제조업체를위한 공급망 계약 – 2021 년 6 월 22 일 화요일 오후 6시
원료 구매, 계약 생산, 공동 포장, 창고, 재고 관리, 셋째에 대한 계약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세계 - 자 물류, 심지어
안정적인 경제에 새로운 작은 규모의 제조 업체에 대한 탐색 도전 할 수 있습니다. 번째 난 것의 프로그램 소개 다른
공급 체인 계약 일반의 말이지, 협상 및 상업용 공급 체인 시스템에서 작은 물고기 경우 공급 업체의 계약 관계를 관
리하고,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 위험한 계약 조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이러한 문제가있는시기
에 자주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공급망 비용과 실패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과 해결책.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IRS, SBA 및 Small Business Advocate Office와의 중소기업 워크숍 Q & A 세션 – 2021 년 6 월 24 일 목요일 오후 1시
(태평양 표준시)
IRS, SBA 및 Small Business Advocate Office에서 직접 들어보십시오. IRS는 직원 유지 크레딧, 유급 가족 휴가 크레딧
및 유급 병가 크레딧에 대해 논의 할 것이며 S BA는 대유행 지원에 대한 개요를 제공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소유주
를위한 COVID-19 구호 옵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으십시오.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여 하려
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인적 자원의 기초 – 2021 년 6 월 24 일 목요일 오후 6시 (태평양 표준시)
Start Small Think Big and Low Income Investment Fund (LIIF)에 가입하여 HR (캘리포니아 특정)의 기본 사항에 대한 워
크숍을 진행하십시오. 워크숍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급여 건강 보험 기타 필수 혜택. 워크숍은 영어, 스페인
어 및 광동어로 진행됩니다. 회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BayREN Business를 통해 운영 비용을 최대 25 % 절감하는 방법 알아보기 – 2021 년 6 월 30 일 수요일 오후 2시
6 월 30 일 오후 2시에 시작 웹 세미나에서 Bay Area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있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인
BayREN Business 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 이 프로그램은 AssetCare 라는 올인원 솔루션 을 제공하여 기업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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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절약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지금 등록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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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
습니다 .
$ 2,500의 교부금이 400 개의 중소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이전에 SF New Deal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이없는 새로 개업 한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업체가 식당 일 필요는 없습
니다. 예를 들어 서점, 소매점, 네일 살롱 또는 영향을받는 모든 유형의 소규모 사업체는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중소기업을 지명 할 수 있
습니다. 신청 및 추천 세부 사항은 SF New Deal Small Business Debt Relief Grant 프로그램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21 년 6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수여 발표는 2021 년 7 월 31 일 이전에 이
루어집니다.
Kitchen Zero SF Grant- OPEN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Kitchen Zero 보조금 (최대 $ 14,250)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추적
소프트웨어 및 식용 식품 기부 조정을 통해 추가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San Franciscans에게 먹이를주기 위
해 무료 식용 식품 구조를 지원하십시오. 보조금의 목표는 특히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기업과 협력하여 잉여
식용 식품을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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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레기 방지 파트너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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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하여 지금 등록하십시오.
SBA 업데이트
SVOG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 오픈
SVOG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신청 포털은 현재 라이브 공연장, 라이브 공연 예술 단체, 박물관 및 영화관
의 운영자는 물론 라이브 공연장 프로모터, 극장 프로듀서 및 탤런트 대표가 중요한 경제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
록 열려 있습니다. SVOG 프로그램은 보조금으로 162 억 달러 이상을 충당했습니다. 이 자금 중 최소 20 억 달러 이
상은 정규직 직원이 최대 50 명인 적격 SVOG 신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단일 보조금에 대해
최대 1,000 만 달러까지 총 수입의 45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SBA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SVOG 신
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를받을 때 신청자를 각 우선 순위 기간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을 원하시면
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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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0 년 기간 동안 3.75 % 고정 이율로 최대 $ 500,000까지 가능합니다. 선불
벌금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sba.gov/eidl을 방문하십시오 .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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