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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F, CA L i �s Health Order 로 비즈니스 활동 재개

 
202 년 1 월 25 일 1
 
독자 여러분,
 
폭우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홍수에 취약한 경우, Public Works는 월요일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2시 2323
Cesar Chavez Street (Marin Street / Kansas Street 게이트)에서 최대 10 개의 무료 모래 주머니 를 제공 합니다 . 쓰러진
나무 및 국지적 홍수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폭풍 문제를보고하려면 ca ll 3-1-1 (415-701-2311) . 또는
sf311.org에보고하십시오 . 항상 그렇듯이 비상시에는 9-1-1로 전화하십시오. 방문 sfwater.org/ RainReadySF 추가 정
보 및 자원. 안전 해요, SF.
 
비가와 함께 즉, 말했다 온 몇 가지 좋은 소식 . 오늘 London Breed 시장과 공중 보건 책임자 인 Grant Colfax 박사 는
샌프란시스코가 베이 지역을 위해 시행 된 오늘 주정부의 재택 거주 명령을 해제하는 것에 비추어 1 월 28 일부터
일부 사업과 활동을 재개 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주정부는 1 월 26 일 화요일 에보다 안전한 경제 를 위한 청사
진 의 계층에 샌프란시스코를 할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중 보건 지표에 대한 현지 분석에 따르면 샌프란시스
코는 주정부의 자주색 계층에 할당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가장 제한적이며 – 그에 따라 재개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S tar�ng 오전 8시 1월 28일 (목요일)은 , 다음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이력서 허용 / 재개 :

개인 서비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네일 살롱, 이발사, 문신, 피어싱, 마사지 서비스 등 실내 및 실외
개인 서비스 로 항상 얼굴 코팅. 이 시점에서 안면 덮개를 제거 해야하는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야외 식사 . 야외 식사를 재개 할 수 있으며 , 최대 2 가구에서 총 6 명으로 제한됩니다 . 주 요구 사항에 따라
테이블 사이의 장벽은 더 이상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는 테이블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래, 금관 또는
관악기를 제외한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야외 박물관 및 동물원 . 박물관과 동물원의 야외 운영은 재개 될 수 있지만 동물원은 인원을 포함하지 않고
50 % 수용 가능합니다. 할인은 할인 유형에 따라 소매 또는 야외 식사의 안내에 따라 허용됩니다.
야외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가족 엔터테인먼트는 스케이트 공원, 타격 연습장, 미니 골프, 카트 레이싱,
레이저 태그 또는 페인트로 야외 및 재개 할 수 RS를 . 롤러 및 아이스 스케이트장은 25 % 수용 가능합니다.
할인은 할인 유형에 따라 소매 또는 야외 식사의 안내에 따라 허용됩니다.
야외 보트 및 버스. 야외 보트와 버스는 그룹간에 사회적 거리가 유지 될 수있는 경우 최대 12 명의 승객 또
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12 명의 그룹으로 야외에서 운항 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할인 유형에 따라 소매 또는
야외 식사의 안내에 따라 허용됩니다.
소규모 모임. 최대 12 명까지 최대 3 가구의 구성원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음식이나 음료를 소비
하지 않는 경우 야외에 모일 수 있습니다. 식음료를 소비하는 경우 최대 6 인 2 세대 구성원 만 허용됩니다. 
실내 피트니스 . 1 : 1 개인 교육은 고객, 트레이너 및 지원 직원을 포함하여 3 명 이하로 실내에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장례식. 실내 장례식은 최대 12 명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운영 능력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점. 독립형 식료품 점은 직원을 포함하지 않은 고객 수용 능력이 35 %에서 50 %로 증가 할 수 있습니
다.
소매 . 개 미용사, 신발, 전자 제품 및 이와 유사한 수리 서비스와 같은 접촉이 적은 소매 서비스를 포함한 모
든 소매는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고객 수용 능력이 20 %에서 증가한 25 %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밀폐 된 쇼
핑몰의 경우 모든 공용 공간과 푸드 코트는 닫혀 있어야합니다. 
호텔 및 숙박. 호텔 및 숙박 시설은 주 내 및 주 외 투숙객의 관광객 용 예약을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 지역 외
의 투숙객은 10 일 동안 격리해야하며이를 위해 10 일 이상 예약해야합니다. 실내 체육관, 회의실, 연회장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fpublicworks.org/sandbag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31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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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gov.ca.gov/2020/11/19/state-issues-limited-stay-at-home-order-to-slow-spread-of-covid-1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sfmayor.org/article/san-francisco-reopen-some-activities-response-state-lifting-regional-stay-home-orde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vid19.ca.gov/safer-economy/%23county-status#county-statu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vid19.ca.gov/safer-economy/%23county-status#county-status


및 식당은 폐쇄되어 있어야하지만, 야외 식사는 재개 될 수 있고 룸 서비스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야외 피트니스 . 사회적 거리를 충족 할 수있는 한 야외 피트니스에 대한 12 인 제한을 제거하고 피트니스 클
래스 제한을 25로 늘립니다.
청소년 스포츠. 보육 또는 방과후 (OST) 프로그램의 일부이거나 조직되고 감독되는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
램의 일부인 경우 관중없이 허용되는 청소년 스포츠. L 재개 할 수있는 퍼플 계층에 국가에 의해 허용되는
흐름 접촉 청소년 스포츠 항상에서 거리를 얼굴 코팅으로 , 접촉 무술, 잔디 볼링이나 보치 공 자전거없고,
같은 춤 등.
야외 활동. 최대 3 세대가 함께 참여 허용 을 포함 춤, 자전거 타기, 하이킹 낮은 접촉 스포츠를 포함하여, 사
회적 거리두기 와 공유 개발 등 공 같은 장비 F risbees.
골프와 테니스. 골프에 포섬을 허용하지만 카트 당 한 가구로 제한되며 엇갈린 티 타임이 필요하고 팀당 한
가구 구성원으로 제한되는 테니스의 복식을 허용하도록 확장됩니다. Pickleball은 주 요구 사항에 따라 단식
으로 제한됩니다.
야외 종교 및 정치 모임. 사회적 거리가 유지 될 수있는 한 종교 및 정치 활동이 무제한으로 진행되도록 200
명 제한을 제거합니다.

 
공중 보건학과 (SFDPH)는 자사의 상세한 요구 사항을 개정 보건 주문을 게시 할 예정입니다 웹 페이지 오전 8시 수
요일 1 월 26 일 효과적인 목요일 오는 27 일.
 
샌프란시스코는 비 필수 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가족 외부의 구성원과
모이는 사람을 제한하는 주에서 처음 제정 한 요건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그 시간 동안 가정. 이 요건은
샌프란시스코가주의 레드 티어에 배정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사업과 활동의 재개는 도시 전역의 여행과 상호 작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바이러스가 확
산되고 사례 및 입원이 증가 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전염성이있는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많은 활동
에 어떻게 반응할지 불분명합니다. 반대로, 백신이 배포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특히 그것에 가장 취
약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접종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도시를 재개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데 탄력을 받기를 희
망합니다. 공중 보건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주요 공중 보건 지표 , 특히 새로운 양성 사례 수 및 입원을 평가하여 샌
프란시스코가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COVID-19 백신을받을 자격이있을 때 알림을 받도록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오늘 발표에 비추어 볼 때 비즈니스를위한 리소스 / 알림
 
당신의 사업이 다시 계획하는 경우 ,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알림 :

프로해야 모든 dhere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을 포함하여, 업계 특정의 건강 지침. 확인 모두 수요일에 웹 페
이지를 1 월 27 일 에 업데이트 된 간판 및 요구 사항 수 에 영향을 비즈니스 운영을 .
N은 에 필수 기업이 되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사이 의 시간 오후 10 시부 터 5 m . 이것은 것이다 남아 샌
프란시스코는 국가가 빨간색 계층에서 평가 될 때까지 유효. 
당신 재개하기 전에 옥외 공유 공간의 시설 , 검토 지침 적응 어두운, 추운 동안 사용을하고, 겨울 우기
(12/17/20 업데이트) . 공기 흐름 및 가시성 고려 사항을 통합합니다.

호스트에 안전 R 야외 엔터테인먼트와 증폭 된 소리를 신청 무료 JAM의 허가 (이미 야외 엔터테인먼
트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들어 대중이 입력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사용자의 시설을 , 만들 확인에 적절하게 추적 실내 용량 한계 용량을
준수하십시오를. 직원들에 확인 하여 용량 모니터링 괞 찮아 N 있는지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샘플 계
량 계획 은 12/16 e-blast 를 참조하십시오 . 

 
웨비나 : 재개를위한 모범 사례-Purple Tier – 수요일, 1 월 27 일, 11 : 30-12 : 30 PM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기업이 Purple Tier 동안 재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Office of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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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zoom.us/meeting/register/tJUtdOiuqDMjG9eagNLlfx_IzSQHGzYDEkns


and Workforce Development의 웨비나에 참여하세요. 기업을위한 팁 및 FAQ.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소기업이 대유행에서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의 경제학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
당신은 참여 와 경험에 무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의사 결정자가 자신의 옹호에 귀하의 요구를 정량화 할 수있다 .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ps://�nyurl.com/SFsmallbizsurvey . 버전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또는 베트남어로도 제공됩니다.

설문 조사 를 완료하는 데 10 분이 걸립니다 . 모든 응답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지속적인 자원 :
COVID-19의 영향을받는 샌프란시스코 기업 및 직원을위한 리소스를 보려면 여기 OEWD 웹 사이트를 방문 하십시
오 .
 
지역 공급자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 PPE 를 받으십시오 . SF 사업체에 PPE를 판매하고이 목록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sfosb@sfgov.org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인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
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 장관실은 또한 여기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
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했습니다 .
 
DPH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건강 주문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건강 지침은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주문 FAQ는시 검사 웹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여기에서 , 시장 보도 자료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311 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공식 업데이트를 원하시면시의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
십시오 : COVID19SF 문자를 888-777로 보내십시오.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C (415) 554-6134 또는 이메일에서 전화로
콘택트에 sfosb@sfgov.org . 기업은 oewd.org/covid19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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