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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신은 무엇을 않는 SF 작은 비즈니스 요구 살아 남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 COVID-19 설문 조사
 
2021 년 1 월 15 일

독자 여러분,
 
모든 샌프란시스코 소기업 소유자에게 전화하십시오 ! 2021 여기, 우리가 백신으로,이 전염병에 모퉁이를 돌고있
다 것처럼 느끼는 동안 배포되는 새로운 관리 복용 사무실이 곧 , 여전히 소규모 기업을위한 많은 미지수가있다. 그
것은 될 것입니다 복구에 긴 도로 , 과에 대한 필요 지원은 계속됩니다 에 대한 많은 와서 개월 .  
 
이 이유 t 인 그는 소기업위원회 (SBC)이 되는 협력 에서 경제와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 조사에 당신의 문제를 더
잘 이해에 그래서 그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최선을 옹호 할 수있는 2021 년을 . 간단히 P는 유타는 , 우리가 가지고있
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중소기업이 대유행의 영향은 더 SBC 및 의사 결정자는 제정 프로그램 고
유 정책에 자신의 작품을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에 음식을 장만 중소 기업 .    
 
설문 조사에는 약 10 분이 소요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 SBC 가 귀하의 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량화 할 수 있도록 귀하가 참여 하기를 바랍니다 . 여러 출처에서이 설문 조사를 받으면 한 번만 작성해주십시오.
 
 
HER E 를 클릭 하여 San Francisco Small Business COVID-19 Small Business Survey 를 시작하십시오 .

2021 년 2 월 22 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주십시오 .  
 
중소기업위원회를 대신하여 이러한 노력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sbc@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거나 415.554.6481로 전화 하십시오.
 
위원회의 옹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하고 다가오는 회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중소기업 사무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415) 554-6134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메
일을 보내 sfosb@sfgov.org .

우리는 기업들이 정보와 리소스를 위해 자주 oewd.org/covid19 를 확인하도록 권장 합니다. COVID-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e- 뉴스에 가입 하세요. 여기에서 과거 e- 뉴스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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