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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10 일
 
 
독자 여러분,
 
London N. Breed 시장과 보건 국장 Grant Colfax 박사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COVID-19 발병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가 재개 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시는 실내 식당의 재개를 일시적으로 철회하고 피트니스 센
터와 영화관의 수용 인원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아직 개교하지 않은 고등학교의 실내 교육 재개
를 일시 중지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0 년 11 월 13 일 금요일 오후 11:59 에 적용됩니다 .
 
다음 활동은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실내 운영 을 중단합니다 .

독립형 레스토랑, 쇼핑 센터의 푸드 코트, 호텔, 박물관 또는 기타 장소의 식당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맥락
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또는 바에서의 실내 식사.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다음 활동이 일시 중지됩니다.

승인 된 계획으로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고등학교. (특정 매개 변수 내에서 실외 교육으로 전환).
 
실내에서 최대 50 명으로 수용 인원을 줄이려면 다음 활동이 필요합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수용 인원의 25 % 이하 또는 50 명 (100 명에서 감소)에게 개방 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은 수용 인원의 25 % 이하 또는 50 명 (100 명에서 감소)까지 개방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허용 된 기타 모든 사업 및 활동은 현재 계속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야외 식사 및 테이크 아웃,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무실, 소매점,
개인 서비스, 박물관 및 수족관과 같은 문화 및 가족 활동.
 
이 롤백은 이미 축소 된 기업의 수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받는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400 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히터와 같은 겨울철 시설물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영향을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를 면
제하기 위해 250 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곧 제공 될 예정입니다.
$ 500,000는 소규모 이웃 서비스 기업이 야외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공유 공간을 설치하고 확장하는 데 드
는 자본 비용과 기술 지원을 위해 공유 공간 공평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
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곧 제공 될 예정입니다.
$ 500,000의 보조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식당이 장비를 구입하고 공간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SF Shines for Reopening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link.oewd.org/ sfshines .
$ 500,000 저소득 또는 중간에 SF HELP 무이자 대출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레스토랑 소유자 고
정 비용에 대한 지불을 위해 신용에 거의 접근 재고 및 기타 운영 비용. 자세한 정보 : link.oewd.org/
zeroloan .

 
시는 고위험 실내 활동 및 에어로졸 농도를 증가시키는 기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
해 이러한 활동을 롤백하고 있습니다. 10 월 2 일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COVID-19 사례가 250 % 증가했습니다. 공중
보건부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곡선을 평평하게 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안전한 재개를 재개 할 수있는시기를 결정
하기 위해시의 사례 수, 감염률 및 입원률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시는 샌프란 시스 칸 주민들에게
집회를 피하고, 집을 떠날 때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아프면 COVID-19 검사를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재개 장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ps://sf.gov/step-by-step/reopening-san-francisco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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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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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