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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 월 23 일
독자 여러분,
에 대해 알아 바, 레스토랑에 대한 모범 사례 에 오후 2시 30 분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정보는 공용 공간, 야외
식사 등을 포함합니다. 초청 연사 :
Joaquín Torres, 경제 및 인력 개발 담당 이사
매기 웨일 랜드 이사 의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위원회
피터 키이스,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사
시어 도어 콘래드,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공유 공간
벤자민 반 호우 텐 , 나이트 라이프 및 엔터테인먼트
테 런스 홍, 공중 보건학과
클릭 그는 r에 전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웹 세미나 는 경제 인력 개발 사무소에서 주최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발표에서 공유 의 , 이번 주이다 16 회 샌프란시스코 작은 비즈니스 위크 (SFSBW는) . 올해 SFSBW는
COVID-19에서 중소 기업의 의미있는 지원과 역량 강화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벤
트 라인업을보고 지금 등록하십시오 . 아래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소기업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유익한 프로그램과 웨비나를 함께 모으는 모든 조직 파트너와 함께 SF
상공 회의소에 특별 소리를냅니다 .
재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 2020 년 6 월 24 일 10:00 AM
2020 년 6 월 24 일 샌프란시스코 Small Business Week 2020의 일부인“재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워크숍에서 USF
Gellert Family Business Resource Center에 참여하십시오. 워크숍은 소기업 소유자가 COVID 기간 동안 재 개설을
위한 단기 전략과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성공 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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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시대 – 2020 년 6 월 24 일 수요일 오후 12:00의 소기업 금융 고려 사항 및 업데이트 마이클 벨조 ( Michael
Velzo) 잭슨 스퀘어 재무 고문 과 함께 중요한 재정 프로그램 및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논의
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 Relief의 현재 상태
PPP & EIDL 대출 전략 및 용서
HCSO 준수
CalSavers
AB-5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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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클리닉 : 캘리포니아 주 재개 – 2020 년 6 월 25 일 목요일 오후 12:00에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대부분의
주 에서 재택 주문 이 줄어들 기 시작
함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Fisher Phillips 샌프란시스코 지역 관리 파트너 인
Jason Geller는 사업 재개시 고용주가 직면 한 주요 법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COVID-19 이후 비즈니스를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때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ason은 다음을 포함하여 캘리
포니아의 고용주와 관련된 법적 관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연락을 취한 사람에게 집에 머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직장으로 돌아올 때 온도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책이 권장됩니까?
합리적인 상환 요청은 무엇입니까?
직원을 해고 할 때 회사가 WARN Act를 위반 했습니까?
직원이 아직 편안하게 돌아 오지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됩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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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