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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독자

SBC ( Small Business Commission ) 는 2020 년 4 월 30 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특별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는 단
기 및 장기 모두 소기업의 경제 회복을위한 토대를 마련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  

중소 기업 위원은 사업주 입니다. 또한 이 대유행이 소기업에 미치는 고통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으로서 그들은 시장, 감독관 및시의 경제 회복 태스크 포스 에게 회복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침과 권고를 제
공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 

Small Business Commission은 모든 수준의 정부-지방, 주 및 연방에 대한 단기 및 장기 권장 사항과“기초 아이디
어”의 가치를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요청합니다. 우리는 사업 주인 대중의 구성원들에게 회의 중 공개 의견을 통
해 또는 sbc@sfgov.org에 공개 의견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의제 :  SBC 회의는 SFGovTV2 채널 78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공개 의견 수렴 지
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위원회가 고려하기 시작한 질문 목록입니다.

시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재 개설을 올바르게 계획 할 수 있도록 복구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기업에 어
떤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까?
향후 18-24 개월 동안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야하는지에 대한 권장 사항.
COVID-19 경제 회복 노력에 영향을 줄 수있는 2008 년 경제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체류가 해제되고 수익을 창출 할 수있을 때시에서 알아야 할 소기업의 잠재적 인 어려움을 파악하십시오.
복구를 촉진하거나 비즈니스 이전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현재의 구역 지정 규정에 대해 어떤 권장 사항과
변경 사항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필수 및 비 필수 비즈니스는 부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피봇 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피보팅"개념은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라이프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쉽고 빠르게 피봇 팅하기 위해 무엇을 배치해야합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시작하는 데 도움이되는 인센티브 는 무엇입니까 ? 
기존 소기업,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 (ITN) 및 단일 언어 소기업에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까?
시에서 필요한 사업 인구는 회복 노력에서 제외되지 않아야합니까?
소기업에 가장 잘 도달하기 위해 뉴욕시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업 세와 고용주 세금에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 신용 공제 (PPE 또는 기타 COVID 관련 비용 ) 가 될 수있는 다른 비용이 있습니
까?
성공적인 복구로 이어질 수있는 다른 사항은 무엇입니까 ? 
 

공개 의견 통화 : (888) 363-4735 / 액세스 코드 : 413030 공개 의견은 스피커 당 2 분입니다. 공개 의견 제공 조용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렷하게 말하다. 주변의 모든 TV 또는 라디오를 끕니다. 

 
1.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1-0"을 눌러 스피커 라인에 추가하십시오. 자동 프롬프트는 발신자가 "질문 및 답변"시

간을 입력하고 있음을 나타내지 만 "공개 의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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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의 차례가 말을 기다리는 동안 발신자는 침묵을들을 것입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회의 주재 사무실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발신자는 표준 3 분 동안 의견을 제공합니다.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