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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5 월 28 일
 
 
독자 여러분,
 
아래에서 오늘의 새로운 공지 및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Breed 시장의 가상 기자 회견을 놓친 사람들이 타임
라인을 발표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안전하게 다시 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
항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 하여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십시오. 이전 공지 사항
을 모두 보려면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샌프란시스코를 안전하게 다시 열 계획 및 일정
London N. Breed 시장은 오늘 샌프란시스코 재개를위한 일정과 계획을 발표 하여 특정 사업과 활동을 몇 주 및 몇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정하여 재개 할 수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의 재 개방 계획 은 주
가이드 라인과 일치하며 COVID-19의 확산을 통제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위한 샌프란시스코 별 위험 모델을
기반으로합니다 .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한, 샌프란시스코는 주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사업과 활동을 재 개설 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것입니다.    
 

2A 단계 – 6 월 1 
일

   
육아
식물원
야외 박물관 및 유적지
최소한의 연락 서비스 (신발 수리, 개 손질 등)를위한 야외 연석 판매점

 

단계 (b) - 6 월 (15) 
일

대부분의 실내 소매
야외 다이닝
여름 캠프
개인 가정 실내 서비스
종교 서비스 및 행사
야외 운동 수업
관중이없는 프로 스포츠 게임, 토너먼트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장소
응급 상황이 아닌 의료 약속

 

단계 (c) - 12 월 (13) 
일

수정 된 실내 식당
미용실 및 이발소
부동산 오픈 하우스 (약속 만)

 
3 단계 – 8 월 중순 – 하나 이상의 하위 단계가 결정됩니다. 

수정 학교
바
기타 개인 서비스

네일 살롱
마사지 시설
문신 가게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운동장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youtube.com/watch%3Fv%3Di_ENV83bRnM
mailto:sfosb@sf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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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020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2/4

수영장
실내 박물관

 
4 단계 – 결정 날짜

콘서트 장
라이브 관객 스포츠 및 공연
나이트 클럽
축제
레저 및 관광을위한 모든 호텔 및 숙박

 
이 목록에는 도시가 재 개방 계획에 포함시킨 모든 사업과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F.gov/reopening으로 이동 하십시오 . 
 
주민과 근로자에게 집 밖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건강 명령 C19-12b
그랜트 콜 팩스 (Grant Colfax) 시장과 런던 브리드 (London Breed) 시장 및 건강 책임자 (Dr. Grant Colfax)는 오늘 샌
프란시스코의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서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 했다. 이 명령은
2020 년 5 월 29 일 오후 11시 59 분에 시행되며,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집 밖에있을 때마다
요구 사항이 매우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확대됩니다. 단방향 밸브가있는 마스크 는 착용자가 숨을 내쉴 때 공기
방울이 자유롭게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착용해서는 안되며 주문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ps://sf.gov/informa�on/masks-and-face-coverings-coronavirus-outbreak를 방문
하십시오 .
 
현지 업체 에서 직원 및 비즈니스 용 마스크 및 기타 PPE 장비를 구입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 New Delhi Restaurant
아시아 태평양 계 미국인 (APA) 유산의 달 을 마무리하기 위해 160 Ellis Street에 위치한 New Delhi Restaurant 에서
맛있는 정통 인도 음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요리사와 소유자 란잔 데이의 쇼 에요 당신이 집에서 인도 새우
카레를 만드는 미세한 점 APA 문화 유산의 달 비디오를 . 스토브, 팬 및 찾기 쉬운 재료 만 있으면 특별한 장비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풍미 를 높이려면 New World Spices 웹 사이트 에서 구입할 수있는 가정 요리를 향상시키기 위
해 6 가지 향신료 블렌드가 포함 된 New World Spice Curry Blends 를 사용해보십시오 . 너무 게으른 요리? 뉴 델리
레스토랑의 CurbsideCurry.com 에서 커브 사이드 픽업 또는 배송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영업 시간 : CurbsideCurry.com 은 주 7 일 오후 12시 30 분부터 오후 8시 30 분까지 문을 엽니 다. 배송의 경우 매일
오후 8시 30 분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에 대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메뉴 : h�ps://www.curbsidecurry.com/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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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대피소 주문시 레거시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및 거래를 강조합니다. 레거시 사
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0 년 이상 운영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한 오랜 지역 사회 봉사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에서 레거시 비즈니스의 전체 목
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웹 세미나 :
PPP 대출 용서 지침 웨비나 –해야 할 것과하지 말아야 할 것 – 2020 년 5 월 29 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 조직이 이번 금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PPP "Do 's and Don'ts"웨비나를 발표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
다. CA 주지사 사무실은 SBA 지구 지도부와 PPP 대출 용서에 대한 국가 토론을 이끌면서 CA Entrepreneurship Task
Force 회원 중 한 명인 Nely Galan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인 접근 방식이며 응용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살
펴볼 것입니다. 그리고이 프로그램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샌프란시스코의 진로 – 2020 년 5 월 29 일 금요일 오후 1시
샌프란 시스코의 진로에 대한 생생한 대화를 나누면서 Tom Bres Aragón 박사와 Breed 시장 건강 관리 책임자와 함
께하십시오. Aragón 박사의 보건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COVID-19의 삶에 적응하면서 도시와 경제의 안전한 재 개
방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Breed 시장의 소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페이스 북
트위터

 
스페인어로 된 CA Insurance Commissioner Ricardo Lara Tele-Town Hall – 2020 년 6 월 3 일 수요일 오후 1시
COVID-19 전염병 비상 사태 동안 중소 기업을위한 보험 문제 및 가용 자원에 대한 스페인 Tele-Town Hall을 위해
CA Insurance Commissioner Ricardo Lara와 California 히스패닉 상공 회의소에 가입하십시오. 많은 비즈니스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해야합니다. 미국 소기업 청, 소기
업 다수 및 CA 히스패닉 지역 상공 회의소 전문가들도이 대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
십시오 .  
 
CASE Force 가상 근무 시간 – 목요일 4:00 pm-5:30pm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이끄는 가상 업무 시간 동안 매일 오후 4 – 5:30 (PDT)에 캘리포니아 주 소기업 태스크 포
스 (CASE Force)에 가입하십시오. 이 세션은 직원 수가 25 명 이하인 캘리포니아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합
니다. 정부 구호 프로그램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질문은 패널 멤버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십시오.
 
5 월 28 일 목요일 – 6 월 25 일 오후 4시 – 오후 5시 30 분 (PDT) 
줌 미팅에 참여
오디오 다이얼 인 : 888788 0099 (미국 수신자 부담)
회의 ID : 527 839 619 
비밀번호 : baseforce
 
지속적인 자원 :
CNBC 는 실업 급여에 대한 세금 납부에 관한 기사 를 발표 했습니다 . 이는 PUA 또는 UI를받는 비즈니스 소유자 및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선 문화 서비스 센터 는 차이나 타운 인근에 오픈 레스토랑 목록을 정리 했습니다 . 지역 비즈니스를 계속 지원
하십시오.
 
중소기업청 (Office of Small Business ) 은 PPE를 구매하려는 SF 소규모 기업을위한 리소스로 PPE (개인 보호 장비)
의 현지 공급 업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SF 사업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은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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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nbc.com/amp/2020/05/18/you-have-to-pay-taxes-on-unemployment-what-you-need-to-know.html%3F__twitter_impression%3Dtru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atchinatownsf.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atchinatowns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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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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신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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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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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