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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 오늘, 시장 런던 N. 품종, 샌프란시스코 엔터테인먼트위원회, 경제 및 인력 개발, 중소 기업의 사무실의 사무실
및 상업 샌프란시스코 상공 회의소는 디지털 스토리 텔링 캠페인 시작 #의 DearSF을 - 우리는 가입하도록 초대 우
리!
 
# DearSF 는 귀하, 고객, 지역 주민 및 지역 사회가 지역 소기업에 대한 사랑을 나누도록 초대하는 공개 서한 캠페
인입니다. 귀사의 사업은 현장 방문이거나 최고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 DearSF 는 좋아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장소, 바, 레스토랑, 코너 상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친근한 바텐더 나 바리 스타를 외칠 수있는
기회입니다.
 
# DearSF 개인 스토리 를 공유 하고 고객이 동일한 작업을하도록 초대하십시오. 이야기, 사진 및 비디오를 통해 우
리는 관심, 정직 및 희망을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데 대중을 참여시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샌프란시
스코의 소기업 및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청중을 끌어 모으고 자합니다 .  
 
# DearSF는 으로 우리를 이끌 엔터테인먼트위원회의 가상 정상 회의 월요일 5 월 18 , (2020) 과 SF 상공 회의소의 가
상 작은 비즈니스 위크 (Business Week) . # DearSF 캠페인 의 주요 목표 는 소기업이 경제의 중추이며 사랑과 지원
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슬픔과 투쟁을 표현하든, 희망과 감
사를 표명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공유하고들을 수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 
 
1. 인스 타 그램의 @dear_sf 에서 팔로우하십시오 . 2. 해시 태그 # DearSF 를 사용하고
@SFEntertainmentCommission , @SFOEWD, @SFOSB 및 @ dear_sf 태그를 지정 하여 소셜 미디어의 사진 또는 비디
오와 함께 # DearSF 문자를 공유하십시오 . 게시물을 찾아 Instagram, Twi�er 및 Facebook에서 다시 공유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h�ps://sf.gov/dearsf 를 방문 하십시오.

 
역사적으로 5 월 첫째주는 Small Business Week (SBW)입니다. SBW는 연방 차원에서 취소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는 전통을 지키고 소기업을 축하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탄력적 인 도시로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삶을 변화시키
는 사건에서 되돌아 올 수있는 능력을 몇 번이고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력하고 통일 된 샌프란시스코로서
COVID-19 전염병을 겪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 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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