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OSB 뉴스레터 

 
제목: 소규모 비즈니스 업데이트 - 중요한 2022년 마감일 

 
친애하는 중소기업 커뮤니티, 

2022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중소기업청장으로 취임하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은 소규모 비즈니스에게 매우 어려웠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즈니스를 시작, 안정화 또는 성장시키려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우리 각자가 어떤 식으로든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가는 곳이든, 첫 데이트를 한 곳이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곳이든, 중소기업은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년 이상 시의 도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여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귀하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창출 및 혁신, 

일자리 제공, 활기찬 이웃 건설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을 적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및 커뮤니티. 

내년에는 다음을 기대합니다. 

• 경제 회복을 우선시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시작, 운영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상 존재하는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 귀하의 편의에 따라 모든 리소스를 제공하는 보다 고객 중심적인 웹사이트와 시의 

새로운 허가 센터(49 S. Van Ness)에서 소규모 비즈니스 서비스를 전담하는 직원을 

환영하는 등 소규모 비즈니스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개선 . 

• 소규모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 및 솔루션의 사전 개발 

및 옹호 . 여기에는 소규모 비즈니스 허가 프로세스 일정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1층 공간 사용에 대한 추가 유연성을 제공하고, 특정 소규모 비즈니스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독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시작한 정책 확대가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사무실은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Katy.Tang@sfgov.org 에서 귀하의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 

 
케이티 탕 

mailto:Katy.Tang@sfgov.org


전무이사 

 
발표: 

대면 서비스 시간 업데이트 

현재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COVID-19 사례의 급증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은 2022년 2월 14

일까지 대면 서비스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15

) 554-6134로 연락하거나 sfosb@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2022년 기업을 위한 중요한 마감일 

사업체는 연간 사업세 신고, 사업 등록 갱신, 규제 라이선스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도시 요건(해당되는 경우)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중요한 

마감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여기 를 클릭 하여 목록에 

액세스하십시오. 

 
중소기업 위원회 회의 -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중소기업위원회 는 1/24에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정책 현안과 제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입법: Breed 시장과 Safai 감독관이 제안한 이 제안 은 노점상이 공공 사업부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시 전역에 허가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 에서 회의 를 봅니다. 의견을 제공하려면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2495 351 7176 

오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오. *3을 눌러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 예산 제안 

Gavin Newsom 주지사는 최근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에서 소기업과 관련된 제안된 이니셔티브의 요약을 찾으 십시오 . 

 
SF 엔터테인먼트 커미션 업데이트 

• 메가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건강 주문 규칙 

이달 초 SF 공중 보건국은 실내 및 실외 "대규모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건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명령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1월 15일부터 메가 

이벤트의 기준을 실내 이벤트의 경우 500명, 야외 이벤트의 경우 5,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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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csf.webex.com/ccsf/onstage/g.php?MTID=e3c8971bbb99ce0dbd4dfcc589163bc5b
https://sfosb.org/file/11410
https://sfosb.org/file/11410


낮추는 주 변경 사항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메가 이벤트에서 최신 예방 접종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강 명령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은 전체 변경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본 입니다. 

 
• 활성 JAM 허가 2022년 6월까지 연장 

지속적인 야외 엔터테인먼트 또는 증폭된 사운드가 포함된 활성 JAM 또는 "Just Add 

Music" 허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연장은 공유 공간 또는 I

SCOTT 허가와 같이 계속해서 유효한 재산 승인을 받은 허가 소지자에게만 

승인됩니다. , 2022년 6월 30일까지 야외 건물의 경우. 새로운 JAM 허가 신청서는 2

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접수됩니다 . sf.gov/jam 에서 신청하십시오 . 

 
건강 관리 책임 조례(HCAO) 업데이트 

2022년 1월 1일부터 San Francisco General Hospital에 대한 모든 HCAO 수수료 지불을 위한 

우편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지불 및 지불 양식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회계 회계 - 수익 단위 

101 그로브, 110호실 

샌프란시스코, CA 94102 

 
HCAO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업데이트는 HCAO 웹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 

 
새로운 주법에 따른 대상 비즈니스 지구의 속도 제한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는 의회 법안 43(AB43)에 따라 부여된 새로운 권한을 사용하여 일부 

복도에서 속도 제한을 20mph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2022년 1

월 1일에 발효되어 비즈니스 활동 지구(즉, 부동산 용도의 최소 절반이 식당 또는 소매점인 

거리)에서 오후 5시까지 제한 속도를 낮추도록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FMTA 

웹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 

 
레거시 비즈니스 브론즈 플라크 

2021년 11월과 12월에 Office of Small Business 는 도시 전역의 19개 기업 매장에 1차 

레거시 비즈니스 청동 명판 을 설치했습니다. 직경이 15인치이고 상당히 매력적인 플라크는 

Osaki Creative Group 에서 설계하고 Priority Architectural Graphics 에서 제조 및 

설치했습니다 . 2022년에 25-30개의 플라크의 두 번째 라운드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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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PowerSF 의 3분 설문조사 에 참여하십시오. 지역의 청정 에너지 공급업체인  

CleanPowerSF 는 귀하의 비즈니스에서 전기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견해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CleanPowerSF 는 깨끗한 전기로 샌프란시스코의 380,000명 이상의 거주자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SFPUC의 프로그램입니다. CleanPowerSF 프로그램, 요금 등 의 미래 

방향에 무게를 둡니다 . 오늘 설문조사를 완료하세요. 

 
샌프란시스코 그린 비즈니스 프로그램 

샌프란시스코 그린 비즈니스가 되십시오! 기업은 승인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 에 대해 최대 2,000달러의 사전 환급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SFGreenBusiness.org를 방문 하거나 kevin.kumataka@sfgov.org 

로 이메일 을 보내십시오 . 

 
웨비나: 

기본 부기 1: 부기 조건 및 절차 - 목요일, 1/20/22, 10:00AM - 12:00PM 

적시에 정확한 부기 정보를 얻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주제에는 현금 대 발생 회계, 적절한 

회계 데이터 흐름 프로세스, 회계 기록 및 파일, 계정과목표, 다양한 재무 보고서의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 를 클릭 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오. 

 
가상 법률 클리닉 - 목요일, 1/20/22, 오후 4:00 - 오후 6:00 

법률 클리닉의 기업가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프로보노 변호사가 중소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금 

등록 하십시오. 

 
정부 계약 - 1/27/22 목요일 오전 11:00 PT 

정부 계약에 관심이 있습니까? GSA 다중 수상 일정 프로그램 및 GSA 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웨비나에 대해 미국 일반 서비스 관리국에 가입하십시오. GSA 일정은 

https://avanan.url-protection.com/v1/url?o=https%3A//www.cleanpowersf.org/&g=OTZjMzAwNzQ1ZjVhZmFhMQ==&h=MzNkM2U3NWZjMWQ2MTAzNTE3MjE1ZTdmNDJkMWJiNTYzODZlNWQ2YjE3YTVhNDNkNmE3MmQ2ODdlYmQ3NTZhZg==&p=YXAzOnNmZHQyOmF2YW5hbjpvOjVmYzNhNGIyMWQ2YjEwYzJkOWQwMmQ3ODg2OWI2MmIzOnYxOmg=
https://avanan.url-protection.com/v1/url?o=https%3A//sfpuc.typeform.com/to/oOD4ar01&g=MDg3M2Y5MjA4MzAyMzZlOA==&h=NjA0MGEwNjM1ODkzMDA2NGFkNDc1ZjRjNTEzMmM1NmEyNGJmZGRhYjZiMzYwYzc2NTZlNWZmY2VhZmMxZTdhMQ==&p=YXAzOnNmZHQyOmF2YW5hbjpvOjVmYzNhNGIyMWQ2YjEwYzJkOWQwMmQ3ODg2OWI2MmIzOnYxOmg=
https://sfenvironment.org/green-businesses
https://sfenvironment.org/green-businesses
mailto:kevin.kumataka@sf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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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구매자에게 대량 할인 가격으로 1,100만 개 이상의 상업 용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상업 기업과의 정부 차원의 장기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 

 
웹사이트를 수정합시다 - 실시간 감사 및 조정 워크샵 - 1/26/22 수요일, 오후 2:00 - 3:3

0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SEO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웹사이트 문제라도 트래픽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웨비나에서는 사용자 경험의 실용적인 구성 요소, 창의성을 적용할 위치, 디지털 자산을 

배관과 연결하는 방법, 손상된 웹 사이트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등록하고 가입 하세요!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상업적 퇴거 웨비나 녹음 

기업가를 위한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for Entrepreneurs)는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최근 "상업적 퇴거에 대한 귀하의 권리 알기" 웨비나 녹음을 공유했습니다. 

[ 영어 ] [ 스페인어 ] [ 중국어 ] [ 베트남어 ] 

 
상업적 퇴거에 직면하거나 임대 협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임대료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경우 

해당 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기업이 oewd.org/covid19 에서 새롭고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COVID-19 관련 발표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ttps://sfosb.org/subscribe-

small-business-e-news 에서 전자 뉴스에 등록하십시오 . 여기에서 지난 전자 뉴스레터를 

읽으 십시오 . 

https://gsa.zoomgov.com/webinar/register/WN_hSrxSo0yRPaJLuM0vsB4-A?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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