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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 월 22 일
 
 
독자 여러분,
 
많은 기업이 재개를 열망하고 있음을 알면서이 새로운 공지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게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COVID-19 지표를 계속 발전 시키면 샌프란시스코는 재개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Y는 OU는 또한 수 확인 oewd.org/covid19 새로운 정보 .  
 
발표 :
6 월 29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다음 단계
오늘 아침, 시장 런던 N. 품종 및 건강 이사 그랜트 박사 콜 팩스는 발표 의 다음 단계 샌프란시스코의 6월 (월요일)
29 일에 시작됩니다 재개를 캘리포니아에서 분산에 대한시의 요청되면 공중 보건학과가 로 승인하고, 샌프란시
스코가 몇 가지 주요 건강 지표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한 , 원래 7 월 중순 또는 그 이후에 열릴 예정인 일부 비즈
니스 및 활동은 다음을 포함 하여 열 수 있습니다 . 
 

미용실 및 이발소
네일 살롱
문신 및 바디 피어싱 스튜디오
야외 바
마사지 시설
야외 수영장 풀
실내 박물관 (승인 된 계획 포함)
동물원 및 수족관 (승인 된 계획 포함)

 
사업체는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됨에 따라 공공 보건국 웹 사이트에서 사업 과 관련된 건강 지시서 및 지침 에 대
한 업데이트 를 계속 확인해야합니다. 이 재 개설 단계에 대한 지침 및 지침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정 유지.
재개 단계 및 타임 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f.gov/reopening을 방문하십시오 .   
 
시가 안전과 형평성에 중점을두고 다시 문을 열면 DPH는 공공 정책을 알리기 위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 및 건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추적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더 많이 이동하고 활동을 늘리기 시작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사례 및 입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의 임대 등 건강 예방 조치에 노력을 계속 연습 사회
적 거리두기 , 마모면 커버 당신이 아픈 경우,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숙박 집.
 
샌프란시스코 Small Business Week (SFSBW) 2020 년 6 월 22 일 – 6 월 26 일
우리의 발표에서 이전에 공유 된 이번주는 제 16 회 샌프란시스코 소기업 주간 (SFSBW) 입니다.  올해 SFSBW 는
COVID-19에서 중소 기업의 의미있는 지원과 역량 강화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으로
SFSBW는 가상 이동 , 그것은 바로 당신, 항상 같은 의미 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래밍을 가져올 것이다. 이 프로그램
은 사고 지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소기업 주제를 다루고 도시를 활기차게하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 할 것입니다. 이벤트 라인업을보고 지금 등록하십시오 . 소기업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유익한 프로그램과 웨비나를 함께 모으는 모든 조직 파트너와 함께 SF 상공 회의소에 특별 소리를냅니다 .
 
웹 세미나 :
2020 년 사업 지속 : 국제 관계 및 지역 사회 – 2020 년 6 월 24 일 10:00 AM
Virtual Pride 2020의 일환으로 현재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 패널 토론 인
Persevering in Business 2020에 참여하십시오 .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어떤 비즈니스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확장하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mailto:sfosb@sfgov.or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oewd.org/resources-businesses-and-employees-impacted-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san-francisco-announces-next-phase-reopening-begin-june-2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orders.asp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tive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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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확장 할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다양성을 보장합니까?

 
이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비즈니스 협회와 영국 영사관이 후원합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영국 기반
비즈니스, 영국에서 운영되는 미국 기반 비즈니스의 연사를 대상으로하며 영국 영사관 국제 무역국 대표가 진행
합니다. 대화의 초점은 귀하와 귀하의 비즈니스입니다. 대화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을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행사를 위해 여기 에 등록 하십시오 . 이벤트 시작 1 시간 전에 줌 l 잉크 가 전송 됩니다 .
 
재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 2020 년 6 월 24 일 10:00 AM
2020 년 6 월 24 일 샌프란시스코 Small Business Week 2020 의 일부인“재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워크숍에서 USF
Gellert Family Business Resource Center 에 참여하십시오 . 워크숍 은 소기업 소유자 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하
기위한 COVID 기간 동안 재 개설을위한 단기 전략과 장기 프레임 워크를 통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 Naima
McQueen이 이끄는 공동체 개발 동맹; Sandy Sohcot , Sohcot Consul�ng; 켄 STRAM , 2Bridge 통신; Potluck
Consul�ng의 CEO이자 창립자 인 Rose Souders 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탐구합니다.    
 

재정 및 관련 지원 요구 재개
안전한 재 개방 전략
지원 네트워크 구축
주식 및 탄력성을위한 비즈니스 재설정

 
행사 등록은 무료입니다. 여기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2020 년 6 월 24 일 수요일 오후 1시 이전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사기 퇴치 에 관한 전당
캘리포니아 주 보험 청장 Ricardo Lara와 AARP 캘리포니아 주 국장 Nancy McPherson에 가입하여 사기, 노인 캘리
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그리고 자신을 퇴치하고 자신을 보호 할 수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텔레 타운 홀
을 방문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국과 법무부의 전문가들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행사는 다음에서 개최됩니다 : 
 
6 월 2 일 수요일 4 일
오후 1:00-오후 2:00
전화 : 844-291-6358 
액세스 코드 : 6534847 
 
RSVP를 제출 하고 제목 줄에 Fraud Tele Town Hall과 함께 crb@insurance.ca.gov 로 질문을 제출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원 :
지역 공급자 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은 sfosb@sfgov.org로 문의하십시오 .   
 
다시 한 번,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체계에 대해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있
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명령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비
즈니스 운영을위한 건강 지침은 h�ps://www.sfdph.org/dph/alerts/coronavirus-health-direc�ve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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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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에서
 
소기업 직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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