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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뉴스 레터
 
 
RE : 잠재적 인 시민 불안에 대비
 
 
2021 년 4 월 20 일
 
 
독자 여러분,
 
4 월 19 일 월요일, Derek Chauvin 재판에서 배심원 심의가 시작되었고 오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공중 보건 명령을 벗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COVID-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성공을 유지하고 우리 도시를 안전하게 재개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현 보
건 명령 에 따라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싶습니다 . 또한 기업이 고객에게 안면 커버를 착용하고 사회
적 거리를 유지하며 야외 모임의 크기를 제한하도록 상기 시키도록 권장합니다.
 
평결은 잠재적 인 공개 시위를 포함하여 상업 회랑에서 계획되지 않은 활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활동은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미리 계획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공유 공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또는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모든 항목을 안전하게 보
관하고 비즈니스 자산의 인벤토리를 확인하십시오.

 
시의 비상 운영 센터 (EOC)는시 차원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됩니다. 공개 정보,
알림, 경고 및 경고는 EOC를 통해 배포됩니다. 메시지는 시의 공식 긴급 경보 시스템 인 AlertSF 에서 이메
일과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 Twi�er , Facebook 및 Nextdoor 에서도 메시지가 공유됩니다 .

기업은 www.alertsf.org에서 AlertSF 에 등록 하거나 우편 번호를 888-777로 문자로 보내도록 권장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SFPD)은 상업 회랑을 순찰하고 감시 할 인력을 추가했습니다. 추가 경찰관은 일할
것이며 일상적인 서비스 요청 및 발생할 수있는 모든 자발적인 사건에 응답 할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전화 / 신고의 경우 SFPD (415-553-0123)에 전화하십시오. 응급 상황의 경우 911로 전
화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기업에게 무언가를 본다면 말을하도록 촉구합니다.

 
기타 지원, 질문 및 비즈니스 리소스에 대해서는 415-554-6134 또는 sfosb@sfgov.org로 Small Business
Hotline (MF, 오전 9:00-오후 5:00)에 문의 하십시오 .

 
이 정보를 네트워크와 공유하십시오. 귀하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 안전 유지.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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