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O (Deemed Approved Uses Ordinance) 

DAO는 주류 사업자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용 FAQ(자주하는질문) 
 

DAO(Deemed Approved Ordinance)란 무엇인가? 

DAO는 주류 판매자들이 공공 환경 및 지역사회를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하는 

샌프란시스코시 및 카운티의 규정입니다. 

 

DAO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웃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민들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DAO의 잇점은 무엇인가?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표준 사업 방침을 

마련합니다. 

 사업자, 지역사회 거주 주민 및 시 정부 부처간  

파트너쉽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샌프란시스코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DAO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민들은 불법 또는 유해한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거주하고 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자들은 지역의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해가 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할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자들은 주류 판매에 관련된 모든 연방법, 주법 및 

지방 자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DAO는 오프-세일 

주류 허가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성과 표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환하고,  밝고, 안전한 매장 유지 

 불법 또는 소란 행위 신고 

사업장에 DAO 성과 표준 인증서를 부착해야 하는가? 

예. 사람들이 매장의 입구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DAO 

성과 표준 인증서를 부착하십시오.  

 

매장이 없는 경우(즉, 인터넷 판매 전용), 성과 표준 

인증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주(州) 당국으로부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캘리포니아 ABC(Alcohol Beverage Control)국에서 주류 

판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DAO는 2006년 통과된 

샌프란시스코시 및 카운티 대지 사용법이며,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기반의 승인 절차를 말합니다. 

 

ABC 라이센스를 취소하거나 양도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자발적인 반납 및 양도를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하려면  

라이센스 조치 요청 (양식 # 231)을 ABC에 제출하십시오. 

아래 인터넷에서 양식 및 지침을 다운로드받으십시오. 

www.abc.ca.gov/licensing/license-forms 

DAO 수수료는 어떻게 쓰이는가? 

DAO에서 수취하는 수수료는 이웃 및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선행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민들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의 수수료 면제 

요청 프로세스에서 DAO 수수료 면제 지침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혹은628-206-7697로 전화하십시오. 

DAO 관련 단체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샌프란시스코 조세국장실 

 샌프란시스코 시 변호사 

 오프-세일 주류 면허 보유자 

DAO에 관한 추가 정보 

전화: 628-206-7697  

이메일: H73.DAO@sfdph.org 웹 

사이트:www.sfdph.org/DAO 

 

다른 관련된 문의: 

     311 — 조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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