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
공급업체 설정을 위한 실천 사항
5/12/20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와 공급 업체로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재무 및 세금 징수원에게 귀하의 비즈니스를 등록하십시오
비즈니스가 샌프란시스코 재무관 및 세무 징수관
(https://sftreasurer.org/business/register-business) 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 및 비영리 단체는 재무
및 세무 징수관에 등록해야 하며 7 자리 비즈니스 계정 번호가 포함된
비즈니스 등록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2) W-9 양식을 작성합니다
W-9 양식은 https://www.irs.gov/pub/irs-pdf/fw9.pdf 에서 작성하십시오.
1 행에서 샌프란시스코 출납원 및 세금 징수관에 등록된 공식 사업명을
기입하게요. 2 행은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이어야
합니다. 1 행과 2 행이 W-9 에 각각 재무 및 세금 징수관, 공무 기관 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확히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록 상 차이가 있으면
공급업체 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 중 하나를
기입하되 둘 다 기입하지 마십시오. W-9 를 인쇄, 서명 및 날짜로 표시한
다음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jpeg 또는 PDF 로 만듭니다. 나중에 업로드할 때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3) "입찰자"로 등록
비즈니스를 "등록"을 하려면 https://sfcitypartner.sfgov.org/을 방문하여
클릭하여 입찰자로 등록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팁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다음 질문, “관심 있는 입찰 활동의 종류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제품/서비스 판매" 또는 "둘 다입니다.”
• DUNS 번호는 연방 정부 계약 또는 보조금에만 필요합니다.

•
•
•
•

메시지가 나타나면 W-9 를 업로드하십시오.
"요청된 사용자 ID"의 경우 사용할 사용자 ID 를 작성합니다.
완료되면 정보를 제출합니다.
양식을 제출한 후 입찰자 ID 번호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입찰자 ID 만으로 중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서 및 적격 요건을 위한
입찰 자격으로 충분합니다.
4) 입찰자 ID 를 연계 및 비즈니스 계좌 번호 (BAN)
입찰자 ID 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https://newbusiness.sfgov.org/vendor/banAndVendorNumber.aspx 로 이동하여
비즈니스 등록 증서에서 7 자리 비즈니스 계정 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 검사”를 클릭합니다. 당신의 사업 명이 표시될 것입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입찰자 ID 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두 번 입력합니다.
"제출"을 클릭합니다.
관리자의 사무소는 당신의 정보를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완료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2-4 단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에서 샌프란시스코 시 파트너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https://sfcitypartner.sfgov.org/ 그리고 웹페이지
하단의"지원과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5) 평등한 복리후생 조례 준수규정
다음의 도시 평등한 복리후생 조례를 준수를 규정합니다 (행정 코드 “12B”):
https://sfgov.org/cmd/how-comply-equal-benefits-ordinance-0.
5 단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CMD.EqualBenefits@sfgov.org 으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