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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5 월 31 일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평화로운 시위로 하루를 보낸 후 지난 밤 샌프란시스코 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과 폭력 사건은 주민들이 밤에 집과
함께 자신과 지역 사회를 보호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길고 자랑스럽게 평화로운 반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국가 전체가 미
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항하기 위해 투쟁하면서 비폭력 회의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샌프란 시스코 칸
은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이고 부당한 죽음에 관한 자신과 우려를 표현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으로 폭력을 만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육성하고
서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는 2020 년 5 월 31 일 일요일 오후 8시에시 전
체 통행 금지를 시행 할 것 입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경우, OECD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및 Small Business Office 에서는
통행 시간을 준수하여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합니다.    
 
통금 시간은 5 월 31 일 일요일 오후 8 시부 터 2020 년 6 월 1 일 월요일 오전 5 시까 지 샌프란시스코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 계획을 미리 세우려면 : 
 

오후 8시 통근 전에 직원들이 집에 갈 수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영업을 마감하십시오.
필수가 아닌 모든 비즈니스는 오후 8 시까 지 문을 닫아야합니다. 식당은 필수로 간주되지 않으며 픽업 /
배송을 위해 개방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실외용 가구, 상품, 장비 및 기타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을 확보하십시오.
필수 비즈니스 및 필수 직원을 위해 SFMTA는 OWL 서비스를 운영 할 것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및 경로 정
보 는 Twi�er @ sfmta_muni의 SF M TA를 따르 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   
비 응급 통화 / 보고서의 경우 SFPD ( 415-553-0123)로 전화하십시오 . 비상 사태에 대해서는 911로 전화하
십시오 .  
기타 지원, 질문 및 비즈니스 리소스 에 대해서는 소기업 사무소 (MF, 9:00 AM-5:00 PM) 415-554-6134 또는
sfosb @ sf g ov.org로 문의하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SFPD)은 가능한 모든 장교가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 순찰을 추가했으며 상업 회랑을 모니
터링 할 예정입니다.
 
통금 시간에 대한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 된 긴급 작전에 종사하는 평화 공무원, 소방관, 기타시 및 카운티 직원, 방위군 구성원 또는시 및 카운
티에 배치 된 기타 대응 요원;
가정이나 직장으로 여행하거나 의료 지원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만 그러한 장소에있을 수 있도록 평화 공
무원을 만족시킬 수있는 개인;
모든 뉴스 서비스, 신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네트워크 또는 기타 미디어 조직의 공인 담당
자
노숙자가있는 사람들.

이 정보를 네트워크와 공유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시 응급 관리부 (Department of San Francisco of Emergency Management) 는 수많은 경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중이 통금   시간과 적용 대상을 알 수 있도록합니다. 이러한 경보 시스템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셀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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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된 모든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무선 비상 경보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TV 및 라디오에서 비상
메시지를 방송하는 비상 경보 시스템; 및 등록 된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시 표준 비상 경
보 시스템 인 AlertSF . AlertSF에 등록하려면 우편 번호를 888-777로 문자를 보내십시오.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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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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