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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오늘 발표 및 업데이트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 하여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십시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ASSESSOR CHU, 양식 571-L 비즈니스 개인 속성에 대한 제출 마감 시간 연장
Carmen Assessor Carmen Chu 는 COVID-19 위기의 영향을받는 중소 기업이 세금 감면을 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
치를 발표했습니다 .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체는 매년 5 월 7 일까지 카운티 평가 관 에게 사업 개인 재산 을 제출
해야합니다 . 그러나 물리적 인 사무실 폐쇄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평가 담당 사무소는 올해 6 월 1 일까지 제출 마
감일을 옮겼습니다.    
 
이 사무소는 6 월 1 일에 직접 개인 사업장 개인 재산 신고서를 안전하게 수락 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제출 방법은 전자 제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기업은 언제든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askbpp@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십시오 .   
 
필수 작업자 라이드 홈 프로그램
뉴욕시의 새로운 Essen�al Worker Ride Home 프로그램은 대중 교통 감소로 영향을받는 샌프란시스코의 필수 직
원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유자격 참가자까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 30 분까지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통해 출근하고 집으로 출퇴근해야합니다.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sfenvironment.org/essen�al-worker-ride-home을 방문하십시오 . 
 
SF 식당 산업 조사
샌프란시스코 지역 COVID-19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의 회원 인 골든 게이트 레스토랑 협회 (GGRA) 는 베이 에어리
어 호스 피탈 리티 연합과 협력하여 식당 사업자, 요리사 및 운영자 에게이 정보 를 작성 하는 데 몇 분이 걸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문을 열 때 식당 업계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되는 설문 조사 . 이 설문 조사의 목적
은 식당의 활동을 측정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시에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 조사에서 수집
된 정보는 태스크 포스와 공유됩니다. 더 많은 정보 비즈니스가 제공할수록 GGRA가 더 잘 갖추어져있어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설문 조사 를 작성 하기 위해 GGRA 회원이 아니 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 할 필요 는 없습니다 . 익명으로 양
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SF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는 당신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제발 밖으로 채울 SF 경제 회복 설문 조사 에 도움 을
underst 및 최선의 방법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장기에 걸쳐 회복으로 . 귀하의 통찰력 은 샌프란시스코의
복구 노력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거시 비즈니스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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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사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0 년 이상 운영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여한 오랜 지역 사회 봉사 시
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의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COVID-
19 기간 동안 레거시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제안, 특별 및 거래를 강조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스포트
라이트가 제공 될 것입니다. 그동안 레거시 비즈니스의 전체 목록과지도를 확인 하십시오 .
 
아트 하우스 갤러리 + 컨설팅
1996 년부터 운영되고있는 SoMa 주식과 샌프란시스코 레거시 비즈니스 인 ArtHaus Gallery + Consul�ng은 대피소
주문 중 모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 달러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뉴욕과 베이 지역 예술가들의 주제, 미디
어 및 스타일이 다양한 현대 작품을 확인하십시오 : www.arthaus-sf.com .
 

 
Osaki Crea�ve Group이 디자인 한 광고 . "브랜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바꾸는 데 도움이됩니다."
 
웹 세미나 :
- 경제 구호에서 회복으로 – 2020 년 5 월 7 일 목요일 오후 12시
샌프란시스코 주 상공 회의소 Rodney Fong의 사장 겸 CEO와 함께 SF Assessor Chu의 라이브 인터뷰 시리즈 인
"Cooped Up with Carmen"에 COVID-19 이후 도시의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를 의장으로하는 계획에 참여하십시오.
이들은 기업이 직면 할 수있는 COVID-19 이후의 과제와 "새로운 표준"에 적응함으로써 재 개설을 가장 잘 준비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여기에 등록하십시오 . 
 
- 어떻게 COVID 시대에 대한 모델 및 예산에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오후 두시에
COVID 19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웹 세미나 및 레스토랑 커뮤니티
와의 공유 세션에서 Nor C al SBDC Restaurant Team에 참여하십시오. 세션 의 첫 번째 부분 인 Paul Bozzo 는 의사 결
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재정에서 만들기. 여러 시나리오가있는 기간 동안 모델링, 계획 및 예산
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십시오 . 하반기 Gail Lillian과 Adriana Lopez Vermut의 고문 은 참석자들과 아
이디어와 자료 공유에 관한 토론을 이끌 것입니다. 식품 사업을 위해 무엇을하고 있는지 공유하십시오. 딥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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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을하고 이것을 알아 봅시다! 공간은 세션 당 50 개 레스토랑으로 제한되므로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
오.    
h�ps://nc.ecenterdirect.com/events/46524 .
 
- 기업가 (LSE) 무료 가상 법률 클리닉에 대한 법률 서비스 – 2020 년 5 월 7 일 및 14 일
법률 서비스 에 대한 기업가 (LSE)가 개최 두 개의 가상 리걸 클리닉을 .  
 

5월 7일 ,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2020 승 병이 함께 지역 사회 파트너 , 미션 경제 개발기구 (MEDA) .  
2020 년 5 월 14 일 오후 5 시부 터 오후 7 시까 지는 가상 이벤트 가 된 월간 법률 클리닉 입니다.
 

기업가는 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법률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 할 수 있으며, 법인체 형성, 계약 검
토 및 발표 된 기타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와 헤드폰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전화기 나 컴퓨터
에서 가상 클리닉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각각 60 분입니다. 등록이 필요하며 나중에 가상 클리닉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
을받을 것입니다. 예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RSVP는 현재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지속적인 자원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계획에주의하십시오. SBA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사기를 신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법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DPH의 건강 지시 및 권장 사항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에 가입 하십시오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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