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24일 OSB 뉴스레터 

 
주제: OEWD의 지역사회 예산 토론회 

 

 
 
날짜 저장 – 커뮤니티 예산 토론 

 
소기업 커뮤니티는 다가오는 연도의 예산을 알리기 위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Of

fice of Small Business가 속한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OEWD)는 

우리의 작업을 공유하고 예산 우선 순위를 알리기 위해 귀하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세 

번의 가상 공공 예산 토론을 개최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 사회와 산업에서 보고자 하는 공평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귀하의 목소리, 아이디어 및 우선 순위를 들어야 합니다. 

 
1월 26일 수요일 오후 6:00 – 7:30 

인력 개발 프로그램 과 고용 센터,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 기타 경력 이니셔티브와 같은 

리소스에 중점을 둡니다. 

1월 26일 RSVP 

 
1월 27일 목요일 오후 6:00 – 7:30 

및 자원 에 중점 기업가 및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주택 개발 

작업 등. 

 
1 월 RSVP . 27일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IqceqtqDorG9aS6S8uwQAG8OI1zk0QYL-_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IqceqtqDorG9aS6S8uwQAG8OI1zk0QYL-_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AudOGppj0pEt3CjiP0M_KRKYVxg47pErHq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AudOGppj0pEt3CjiP0M_KRKYVxg47pErHq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AudOGppj0pEt3CjiP0M_KRKYVxg47pErHq


 
2월 10일 목요일 오후 6:00 – 7:30 

위의 세션에서 요청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OEWD의 최종 예산 제안에 대해 보고하는 웨비나 

. 
 

2 월 10일 RSVP 

 
이러한 이벤트는 일반에 완전히 공개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사전에 Zoom을 통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특정 언어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사 최소 3일 전에 알려주십시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oewd@sfgov.org 로 연락하여 다가오는 회계 연도에 대한 생각, 희망 사항 

및 우선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수적인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뉴스레터 사무실 

저희 사무실은 곧 다른 뉴스레터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뉴스레터를 계속 받을 수는 

있지만 뉴스레터가 정크/스팸 폴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신 중소기업 뉴스를 계속 수신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여기 에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웨비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 다가오는 웨비나: 

• 14B LBE(Local Business Enterprise) 조례 업데이트 - 1/27/22 목요일 오후 12:00  

샌프란시스코 LBE(Local Business Enterprise)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등록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세요 . 

• 프라임 및 프라임에 제안서 제출 - 1/28/22, 금요일 오후 12:00  

성공적인 제안서를 프라임에 제출하기 위한 팁과 요령을 배우십시오. 등록하려면 

여기 를 클릭 하세요 . 

 
신속한 응답 가상 정보 세션 -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2:00-3:15  

실시간 질문을 하세요! 인력 파트너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업 훈련 

• 직업 서비스 

• 조합원 자원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IvdOqgqjgsGtFX8x-ucB-2BtTEbXc7RncI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IvdOqgqjgsGtFX8x-ucB-2BtTEbXc7RncI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IvdOqgqjgsGtFX8x-ucB-2BtTEbXc7RncI
mailto:oewd@sfgov.org
https://signup.e2ma.net/signup/1964390/1947771/
https://sfo.webex.com/mw3300/mywebex/default.do?nomenu=true&siteurl=sfo&service=6&rnd=0.388343549723398&main_url=https%3A%2F%2Fsfo.webex.com%2Fec3300%2Feventcenter%2Fevent%2FeventAction.do%3FtheAction%3Ddetail%26%26%26EMK%3D4832534b0000000577b64828ad7aae05c1ddbaf157ca817427a4005061c4ec93071818e658c82ae3%26siteurl%3Dsfo%26confViewID%3D216891611622156872%26encryptTicket%3DSDJTSwAAAAWgeM7OYoxV-UhnhiXGYExn7rkMNXZ6o4CL1DdA6V0jHA2%26email%3Dmartha.yanez%2540sfgov.org
https://sfo.webex.com/mw3300/mywebex/default.do?nomenu=true&siteurl=sfo&service=6&rnd=0.32369135208005484&main_url=https%3A%2F%2Fsfo.webex.com%2Fec3300%2Feventcenter%2Fevent%2FeventAction.do%3FtheAction%3Dlandingfrommail%26%26%26EMK%3D4832534b00000005cb2b1c713a7b3543ca943118fb38775448c413a4e0215ea81347577c690a8f3a%26siteurl%3Dsfo%26confViewID%3D217104883797469753%26encryptTicket%3DSDJTSwAAAAUX_0VwWMarVzqjM6jl64V4MstfiqWnr2aNJhdrRNN-hg2%26email%3Dmartha.yanez%2540sfgov.org


• 의료 옵션 

• 실업 신고 절차 

Workforce.oe w d.org/rr 에서 등록 하십시오 . 

 
 
문의하기 

언제나처럼 OSB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sf o sb.org ), 이메일( sfosb@sfgov.org ) 

또는 전화(415-554-6134)로 문의하십시오. 

 
소규모 비즈니스 뉴스 및 발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ttps://sfosb.org/s u bscrib

e-small-business-e- news에서 OSB e-news에 등록하십시오 . 지난 e-뉴스레터 를 읽으 

십시오 .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ctce6qrTsuEtbWpF9l8L4OEWp8CZWOG43Y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ctce6qrTsuEtbWpF9l8L4OEWp8CZWOG43Y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ctce6qrTsuEtbWpF9l8L4OEWp8CZWOG43Y
https://us02web.zoom.us/meeting/register/tZctce6qrTsuEtbWpF9l8L4OEWp8CZWOG43Y
https://sfosb.org/contact-usintake-form
https://sfosb.org/contact-usintake-form
https://sfosb.org/contact-usintake-form
mailto:sfosb@sfgov.org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https://sfosb.org/newsletters
https://sfosb.org/newsletters
https://sfosb.org/newsletters
https://sfosb.org/newsle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