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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1 일 6 일

 
독자 여러분,
 
시장 런던 N. 번식 이사 건강의 그랜트 박사 콜 팩스는 오늘 발표 시 인해 샌프란시스코에서 COVID-19의 경우 요금
의 중요하고 빠른 증가의 재개를 조정합니다 더의 도시를 배치 국가 가져왔다, 제한적인 Red Tier . 시는 모든 비
필수 사무실 의 재개를 일시적으로 롤백 하고 피트니스 센터 및 체육관의 수용 인원을 최대 10 %까지 줄일 것 입니
다. 이러한 변화는 발효됩니다 에 일 화요일, 년 11 월 (1) 7 , 2020.
 
다음 활동은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실내 운영 을 중단합니다 .

비 필수 사무실. 사무실은 100 % 원격 및 재택 근무로 돌아 가야합니다.
 
실내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다음 활동이 필요합니다 .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호텔 피트니스 시설 및 등반 벽 포함)는 10 % 수용 가능합니다.
 
현재 허용되는 기타 모든 사업 및 활동은 야외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야외 식사 및 테이크 아웃, 초등학교 및
중학교, 소매 쇼핑, 개인 서비스, 문화 및 가족 활동 등 현재 적용 가능한 지침 내에서 계속 운영 될 수 있습니다. 박
물관과 수족관으로.
 
San F rancisco는 더 안전한 경제 계층 할당을 위한 캘리포니아의 청사진 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롤백하고 있습니
다. 이제 Red Tier에 배정되었으므로 바이러스 전파는 바이러스 전파가 최소 인 최소 제한 노란색 계층에서 바이
러스 전파가 상당합니다. 경우에 대폭적인 상승에 적응하기 위해 , 국가는 그것의 재개 계층 할당을 변경하고있
는 군에 통보했다. 월요일에 58 개 카운티 중 41 개 카운티가 가장 제한적인 Purple Tier로 지정되어 많은 비즈니스
및 활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공중 보건부 는 San Franciscans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14 일 격리를 권고 하는
Travel Advisory를 발표했습니다 . 사례가 캘리포니아 및 기타 국가 전역에서 계속 증가함에 따라이 권고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는 샌프란 시스 칸 주민들에게 집회를 피하고, 집을 떠날 때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
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아프면 COVID-19 검사 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재개 장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ps://sf.gov/step-by-step/reopening-san-francisco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웹 세미나 :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환기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건강 명령에 대한 기타 최근 변경 사항
을 다루는 모범 사례 웹 세미나 를 개최합니다 . 이 유익하고 유용한 웹 세미나는 2020 년 11 월 19 일 목요일 오전
11시 30 분 에 개최됩니다 .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Joaquín Torres, 경제 및 인력 개발 사무소 이사,
매기 웨이 랜드,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 커미션 디렉터,
공중 보건부 대표,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실

 
지금 등록 하여 귀하의 사업이 현재 건강 명령 및 지침 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 웨비나 관련 정보 :
FAQ : 일반 환기
대중을위한 정보 및 안내
소비자가 필요한 PAC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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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 및 CABR과 같은 환기 용어를 설명합니다.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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