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F, Purple Tier에서 재 개설 롤백
2020 년 11 월 29 일
독자 여러분,
도시 전역에서 COVID-19의 급증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주에서 가장 제한적인 퍼플 티어에 포함되었습니다. 어제 London N. Breed 시장과 그랜트 콜 팩스 보건 국장에 의해 발표
된 바와 같이,시는주의 요구 사항 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비 필수 사업 및 활동의 능력을 롤백하거나 축소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늘 11 월 29 일 오후 12시에 적용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바이러스 의 공격 적이고 광범위한 급증 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과 활동의 재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11 월 첫째 주에 하루에 73 건에 비해 하루 평균
130 건의 새로운 양성 COVID-19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이시는 "광범위한"최대 위험 수준에서 58 개 카운티 중 45 개 이상의 카운티에 합류했습니다.
Original text
These
changes운영을
go into조정하거나
effect today,
November 29
at 12:00
새로운 건강 주문 요약 : 아래는 11 월 28 일에 발행 된 새로운 건강 주문 C19-07o 의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 한 것입니다 . 아래 정보를
검토하여
닫아야하는지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활동은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실외 작업을 중단합니다.
● 회전 목마, 관람차, 기차 타기, 번지 트램폴린과 같은 독립형 놀이 명소를 포함한 야외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 일부 야외 활동은 야외 놀이터, 야외 스케이트 공원, 야외 롤러 및 아
이스 링크 (최대 25 명 수용 가능), 야외 배팅 케이지 및 야외 미니 골프를 포함한 기존 필수 안전 프로토콜로 계속 운영 될 수 있습니다. . 허용되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표는
부록 C-1 의 섹션 18b를 검토 하십시오.
다음 활동은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실내 운영을 중단합니다.
● 실내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 최대 25 명까지 피트니스 수업을 포함한 야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일대일 교육은 실내에서 계속 될 수 있으며 특정 환기 조치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부록 C-1 의 섹션 16을 검토합니다 .
● 실내 박물관, 동물원 및 수족관 이지만 기존 필수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야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록 C-1 의 섹션 17을 검토합니다 .
● 실내 영화관 은 폐쇄해야하지만 기존 필수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드라이브 인 영화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부록 C-1 의 섹션 21을 검토합니다 .
● 실내 예배당 은 개인기도, 실내 생방송 및 실내 예배 방송, 최대 12 명까지 실내 장례식, 최대 200 명까지 야외 종교 예배가 허용되지만 기존의 필수 안전 프로토콜을 통해 실내 종교
예배 및 문화 의식을 닫아야합니다. 부록 C-2 의 섹션 9를 검토합니다 .
실내 수용 인원을 줄이려면 다음 활동이 필요합니다.
● 쇼핑 센터 및 독립형 식료품 점을 제외한 필수 소매업을 포함한 실내 소매 는 용량을 25 %로 줄여야합니다 (50 %에서 감소). 여기에는 개 미용사, 신발 수리점 및 장비 대여 업체와 같
은 접촉이 적은 소매점이 포함됩니다. 독립형 식료품 점은 50 % 용량으로 운영 할 수 있지만 약국 및 철물점과 같은 기타 필수 소매점은 용량을 25 %로 줄여야합니다. 부록 C- 1의
섹션 1을 검토합니다 .
수정을 진행하려면 다음 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미 개방 된 TK-12 학교 는 계속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개교하지 않은 TK-6 학교는 실내 교육을위한 개교 면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야외 전용 대면 학습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의 고등 교육 (IHE)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ns tutes는 대면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지시를. 건강 질서에 정의 된 필수 기능을 제공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는 새로운 IHE 및 직업 프로그램을 열 수 없습니다. 건강 지침 번호 2020-22e를 검토 하십시오 .
기업을위한 새로운 표지판 요구 사항 : 보건 담당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내에서 운영 되는 모든 기업 이 시설에서 구현 된 환기 조치에 대한 이 정보 표지판을 게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기에 대해 발행 된 지침 을 검토하고 정보, 모범 사례 및 FAQ에 대한 이 정보 웹 세미나 를 시청 하십시오 .
새로운 건강 주문과 관련된 주요 리소스 :
● 퍼플 계층 요약 표 는 특정 비즈니스의 일시 중지 및 최신 상태 주문에 의해 수정 된 용량 제한에 대한 제한을 보여줍니다.
● 샌프란시스코의 Purple 등급 할당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h ps://sf.gov/LimitedStayHom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샌프란시스코 재개 장 일정은 h ps://sf.gov/step-by-step/reopening-san-francisc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샌프란시스코의 COVID-19 건강 명령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정부의 제한적 재택 체류 주문 : 샌프란시스코는 11 월 30 일 월요일부터 12 월 21 일까지 주정부의 제한적 재택 주문 명령을 이행해야합니다 . 제한적 재택 거주 주문은 비 필수 사업체를
폐쇄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실내에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는 야외에서 10:00 pm에서 5:00 am까지.
공중 보건부는 계속해서 도시에서 COVID-19 의 주요 지표 를 모니터링 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고 사례 수를 관리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100,000 건당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를 안전하게 축하
하세요 이번 시즌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고객, 직원 및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다음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는 S 대유행시 Afer 즉 휴일 축하를 . 고객 사진을 위해 산타를 호스팅하고 명절 장난감 / 의류 / 음식 드라이브를 직접 방문하는 등 비즈니스에서 휴가 활동 을 계획 하기위한 안내입니
다 . 더 많은 휴일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대유행 기간 동안 더 안전한 휴가 여행 . 확산을 최소화하고 COVID-19를 피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집에 있어야합니다. 여행하거나 여행자를 호스트해야한다면 미리 계획하십시오.
사례가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에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역 보건 및 안전 요구 사항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임을 피하고, 집을 떠날 때 안면 덮개를 착
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아프면 COVID-19 검사를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기업과 주민들에게 어려운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은 샌프란시스코가이 전염병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형성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얼마나 탄
력적인지 보여 봅시다.
Contribute a better translation

언제나 그렇듯이 중소기업 사무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415) 554-6134로 전화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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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