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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제목: 11/22 Small Business Commission Mtg 및 웹 세미나

발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위원회(SBC)의 정기 회의에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월요일 일정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BOS 파일 #211030 – 경찰법 – 대마초 사업 
설명 문서 규정 : 입법 검토 , 입법 , 입법 다이제스트
중소기업 예산국 업데이트, FY21-22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 전략적 마케팅 계획 

 지원 문서: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 전략적 마케팅 계획
 

SFGovTV에서 라이브 시청: h�p://sfgovtv.org/ch2live 

 위의 사항 중 하나에 기록 된 여론 수렴과 중소기업위원회를 제공하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bc@sfgov.org , 또
는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회의에 참가. 공개 의견은 415-655-0001로 전화하십시오. 액세스 코드: 2499 793 5471. 오
디오 회의를 통해 회의를 들으려면 #을 두 번 누르십시오. 대기할 준비가 되면 *3을 다이얼하십시오.   

웨비나:

소기업 재무 관리의 기초 – 11/23 @ 오후 1시 SF LGBT 센터에서 주최하는 이 워크샵은 일부 비즈니스 재무 관리 개
념에 익숙해지고, 자금 조달 옵션을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회사의 수
익을 늘리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웹사이트를 수정하자-라이브 감사 및 수정 워크숍 – 11/23 @ 2PM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 웨비나에 참여하십시오! 4억 개의 활성 웹사이트가
있으며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웹사이트가 생성됩니다. S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FSBDC)에서 주최하
는 이 웨비나는 사용자 경험의 실용적인 구성 요소, 창의성을 적용할 위치, 디지털 자산을 배관과 연결하는 방법, 손
상된 웹 사이트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SEO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하는 것은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웹사이트 문제라도 트래픽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
기에서 등록하세요.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법적 구조 선택 – 11/30 @ 오후 1시 
 Aharoni Business Law, PC와 협력하여 SF LGBT 센터에서 주최하는 이 워크숍에서는 비즈니스 주체의 작동 방식, 설정

방법을 포함한 주요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논의합니다. ,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방법 및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 개인 소유, 일반 파트너십, LLC 및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다른 유형의 법인에 대해서도 자유
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 12/6 @ 오후 6시 사전 인쇄된 임대차 양식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중개인이
지금 당장 서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주하기 전에
사무실, 소매점 또는 기타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많은 부분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과 협상
할 수 있고 또 협상해야 합니다. SF Community Business Law Center가 주최하는 경험 많은 비즈니스 및 부동산 변호
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대 조건 및 상업용 부동산 법률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상
업용 임대차 계약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실적이 없는 집주인. 또한 경기 침체기 동안 임대 계
약을 갱신, 수정 또는 수정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자신의 보스가 되십시오 – 12/8 @ 1PM 
 높은 비용, 극도의 위험으로부터 세계의 기술 수도인 실리콘 밸리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잠재적인 보상

을 위한 견고한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SFSBDC에서 주최하는 이 웨비나는 또한 개
인 목표와 실리콘 밸리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주제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 구조,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시기, 사업 모델/사업 계획의 중요성, 시장 조사, 법적
구조, 세금, 보험, 위험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두 번째 금요일 예방 비즈니스 법률 사무실 시간 – 12/10 @ 오전 9:30 
 SF 커뮤니티 비즈니스 법률 센터 및 파트너에 가입하여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법률 시스템을

탐색하여 커뮤니티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 생존하고 번성
하십시오. 전날 오후 4시까지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 여기에서 등록하
십시오. 

컨설팅비 니 를시작하 성장시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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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 12/17 @ 1PM 
이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성공 경로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 및 부티크 컨설팅 회사, 코치, 기업가 및 전문가에게 적합
합니다. 처음 시작했든 수년간 컨설턴트로 일했든 SFSBDC에서 주최하는 이 워크샵은 브랜드 구축, 고객 유치, 신뢰
성 강화, 수익 증대,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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