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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년 6 월 9 일
독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제를 재 개설 할 준비를 할 때,시는 공중 보건을 유지하고 공평성에 집중하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London N. Breed 시
장은 오늘 6 월 12 일 금요일부터 식당에서 야외 식당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 앉을 수있는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 시설 만 야외 식사를 위해 열 수 있습니다.
야외 식사 공간을 만들기 전에 사업주는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기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2020 년 6 월 1 일에 발행 된 대피소 명령 에 따른 사회적 탈퇴 프로토콜 .
테이크 아웃 또는 배달을 포함하여 음식 준비 또는 배달 필수 비즈니스 (지침 2020-05) .
고객은 야외 식당 시설 밖에 있어야하며 화장실 이용, 식당을 통해서만 접근 할 수있는 야외 공간 이용 또
는 실내 카운터에서 주문과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 만 시설에 입장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가구 구성원을 제외하고 테이블은 6 명의 고객으로 제한되어야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같은
파티에있는 사람들은 6 피트 떨어져 있지 않아도됩니다.
고객은 앉을 때까지,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와 같이 테이블을 떠날 때마다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합니
다.
시설은 엄격한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준수해야합니다.
특정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과 추가 세부 사항 및 요구 사항 을 요약 한 최신 Stay Home Order 개정 이 이번 주 후반
에 발표 될 예정 입니다.
레스토랑 및 식품 시설에 대한 야외 식사의 개방 보완하기 위해 이번 주를 , 우리는 발표하기 위해 오싹 시 지금은
허가 신청 접수하고 공유 공간 프로그램 . B의 usinesses은 보도, 주차 차선으로 공용 통행권의 일부를 사용하여 적
용 할 수있을 것이다 전체 또는 부분 의 거리 또는 공원과 같은 다른 광장 근처 공공 장소 . 대중 교통은 고객이 줄
을 서서, 야외 좌석 및 식당, 소매 용으로 사용할 수있는 사회적 여유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지역 상인 협회는 무 비용, 신속한 신청할 수 , 일시적인 사업 목적에 대한 보도 나 주차 차선을 공유 할 수있는 허
가. 이미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허용하는 기업 들 에 적용하지 않아도 당신이 야외 식사에 대한 기존의 허용 된 공
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파편 우주 프로그램에 ; 하지만 사업장 앞의 주차 공간을 활용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허가를 신청 하려면 www.sf.gov/sharedspaces를 방문하십시오 . 질문이 있으시면
sharedspaces@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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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