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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주말에 가기 전에 오늘의 날짜 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sfosb@sfgov.org 로 연락하십시오 . 

발표 :
샌프란 시스코에서 비즈니스를 개척하기위한 다음 단계
시장 런던 N. 품종 및 건강 그랜트 박사 콜 팩스의 이사가 발표 어제 샌프란시스코 계획이 일부 기업은 작업을 재
개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수정을) 5월 18일 (월요일) 가능한 한 빨리 점포 픽업을 

일 
. 서점, 꽃집 및 음악 상점과 같

은 소매점은 상점 첫 화면 픽업을 운영 할 수있는 첫 번째 상점이됩니다. 이 지사 뉴섬 다음 의 발표 특정 유통 업체
가 곧 5월 8일 등으로 가두 픽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수정 주 전체 가이드 라인에 관한 

일을 
.

 
5 월 4 일부터 시행 된 지역 건강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지역 사회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라 메
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샌머 테이 오 및 산타 클라라 카운티 및 버클리시에있는이 명령은 건축 및
야외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베이 지역 (Bay Area) 주문은 현재 비 필수, 비 야외 비즈니스의 커브
사이드 픽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5 월 8 일 금요일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음 주에 다시 열리는이 단계적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 할 것 입니다.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되면 소기업 사무소에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 필수 건강 요구 사항과 야외 사업 및 활동을 포함하여 허용되는
특정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르기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건강 명령의 주요 요구 사항이 그대로 유
지됩니다. 또한 San Franciscans는 픽업을 위해 또는 사업장 내부에서 기다릴 때 사회적 거리 요구 사항을 계속 준
수하고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커미션 회의, 2020 년 5 월 11 일 월요일 오전 11시
Small Business Commission은 COVID19 전염병으로부터 회복 및 재건을위한 소기업 권장 사항 을 설정 합니다. 이
문서는 SF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 작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Small Business Commission 회의
는 SFGovTV : 채널 78, 라이브 스트리밍 및 요청시 볼 수 있습니다 .
 
공공 코멘트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sbc@sfgov.org (888) -273-3658 :에 호출하여 회의, 또는 접속 코드 : 3107452이 때
- 스피커에 추가 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0 1"을 다이얼 선. 자동 프롬프트는 발신자가 "질문 및 답변"시간을 입
력하고 있음을 나타내지 만 "공개 의견"기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상 나이트 라이프 및 엔터테인먼트 서밋 2020 및 설문 조사
COVID-19 전염병은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를 황폐화 시켰지만 San Franciscans로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서로를
지원함으로써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5 월 18 일 
일 

, J 엔터테인먼트위원회 OIN, 주소 현재의 도전과 함께 작업에 가상 정상 회의시 당국, 지역 사회 지도
자 및 동종 업계 회복을 향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위치를 알아보십시오 : 도시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규칙과 자원이 어디에 있는
지 알아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시와 업계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복구를 위
해 협력 할 수 있습니까?

 
Eventbrite에 등록하십시오 . 행사 날짜에 가까워 확대 / 축소에 참여하기위한 지침이 담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연사와 의제는 행사 날짜에 더 가깝게 발표 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개최 해 주신 Manny의 특별한
감사의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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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엔터테인먼트위원회는 또한 중에 엔터테인먼트 및 유흥 업계에서 듣고 싶은 COVID-19 대유행 하고있는 상기
프레 젠 테이션을 알려 도움을 익명의 설문 조사를 개발 한 SF 가상 나이트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월 18 일 정상
회담 을 지원하고 엔터테인먼트위원회의 전략 업계의 복구 노력. 

다음 링크 중 하나를 사용하여 5 월 14 일까지 설문을 작성하십시오.
영어 
스페인어
중국 중앙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드 라인" P의 rovides에게 B의 조 usiness O에 대한 pportunity를 S truggling R의 estaurants을
Feed the Line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 Butchershop이 직원들에게 무료로 병원 직원에
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당을 지불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지금까지 Feed The Line은 식당을 위해
175,000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있는 근로자에게 거의 10,000 개의 식사를 보냈습니
다. Feed The Line은 점점 증가하는 식당 및 병원 명단을 지원하기 위해 501 (c) (3) 비영리 단체 인 Frontline Foods
및 World Central Kitchen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되어 기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www.feedtheline.org 를 방
문 하여 오른쪽 상단의“식사 제공”을 클릭하십시오. 일련의 기본 질문에 답변하고 답변을 "제출"하십시오.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신데렐라 베이커리
가족에게 먹이를 주었습니까? 신데렐라 베이커리의 가족 저녁 식사 테이크 아웃 식사는 3-4 명 (또는 배고픈 독신
또는 커플)을 먹입니다. 식사 B는 맛있어 보입니다 : Borscht Soup, 빵, 여름 샐러드, 쇠고기 스트로가 노프 및 으깬
감자, 나폴레옹 케이크. h�p://cinderellabakery.com/ 에서 저녁 식사를 주문 하십시오 . 436 Balboa Street 의 상점
에 넣을 수 없습니까 ? 문제가되지 않으려면 trycaviar.com , grubhub.com 또는 eat24.com 에서 정통 직접 만든 러시
아 제빵 제품을 정문으로 직접 배달하십시오 .
 
 
 
 
 
 
 
 
 
 
 
 
 
 
광고는 s의 에 의해 디자인 사키 크리에이티브 그룹 . "브랜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바꾸는 데 도움이됩니
다."
 
레거시 사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0 년 이상 운영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한 오랜 지역 사회 봉사 시
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대피소 주문 중 레거시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및 거래를 강조 할 것 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스포
트라이트가 제공 될 것입니다. 그동안 레거시 비즈니스의 전체 목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웹 세미나 :
수익 으로 취업 전략 - 제 2 부 -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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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Insurance & ESM은 COVID 웨비나 시리즈의 다음 부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 게스트로, 재클린 목수,
이상적인 회복의 CEO는,이 부분이 프리젠 테이션은에 초점을 반환 하려면 작업 안전 프레임 워크 를 포함 하면,
수정 채택하고 구현할 수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6 점 전략을 다룰 것입니다 :    
 

1. 사업 준비 점검표
2. 업데이트 된 노출 관리 계획
3. 작업장 청소 프로토콜
4. 사회적 분산 프로토콜
5. 작업장 관리 (엔지니어링, 관리)
6. 전략 및 도구 재개

 
등록 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 기업가 (LSE) 무료 가상 법률 클리닉의 법률 서비스 – 2020 년 5 월 14 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7시
기업가를위한 법률 서비스 (LSE) 는 가상 이벤트가 된 월별 법률 클리닉 을 주최 합니다 .  
 
기업가는 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법률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 할 수 있으며, 법인체 형성, 계약 검
토 및 발표 된 기타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와 헤드폰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전화기 나 컴퓨터
에서 가상 클리닉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각각 60 분입니다. 등록이 필요하며 나중에 가상 클리닉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
을받을 것입니다. 예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RSVP는 현재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지속적인 자원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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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gQLOVTqISVa4zeOEaiaoE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gQLOVTqISVa4zeOEaiaoEw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ccr.us19.list-manage.com/track/click%3Fu%3D23143d1426098f4f6312ad100%26id%3D867f73f818%26e%3D9f6586a27c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lccr.com/event/legal-clinic-oakland-business-assistance-center-4/%3Finstance_id%3D381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ccr.us19.list-manage.com/track/click%3Fu%3D23143d1426098f4f6312ad100%26id%3De4c4d57ac7%26e%3D9f6586a27c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lccr.us19.list-manage.com/track/click%3Fu%3D23143d1426098f4f6312ad100%26id%3De4c4d57ac7%26e%3D9f6586a27c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ba.gov/document/report--sba-programs-scams-fraud-alert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ag.ca.gov/consumers/COVID-19%23scams#scam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mayor.org/mayoral-declarations-regarding-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