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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Drink SF 2020 : 동네의 밤
10 월 23 일 (금) ~ 11 월 1 일 (일)

 
 
독자 여러분,
 
올해의 Eat Drink SF는 집에서 편안하게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전역의 프로그램과 식사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요
리 문화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웃의 밤
Golden Gate Restaurant Associa�on 은 Neighborhood Nights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독특하고 다양한 이웃의 맛을
축하 할 것입니다 ! GGRA는 격려 의 반상회, 상인 단체, 예술가, 음악가, 증가하는 그들의 이웃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복도 이웃뿐만 아니라, 도시 감독자 도시 전체 지역의 탐사.    
 
수행 할 수있는 작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Neighborhood Walk를 조직하여 다양한 레스토랑과 기업을 방문하십시오.
지역 예술가 및 음악가와 협력하여 이웃을 활성화하십시오.
소매점과 같은 다른 지역 사업체가 잠시 후에 영업을 유지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이웃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커피 숍, 와인 숍과 같은 다른 사업체에 알리십시오. 여분의 보행량이 모두에
게 도움이됩니다!  
그룹이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해시 태그로 이웃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 최선을 알고 GGRA의 희망은 이야 당신은 당신의 이웃 가장 좋은 방법 강조하기 위해
당신이 적합을 참조하십시오 .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어떤 GGR N eeds F ROM Y OU :
 

귀하의 이웃 축하 행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려면 공식 Google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h�p://bit.ly/EDSFNeighborhoodNights
공식 EDSF 웹 사이트에 게재되는 마감일 은 최대한 빨리입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 에서 # EDSF2020 해시 태그 및 태그 @ eatdrinksf 및 @ ggrasf 사용
모든 참여 레스토랑이 SF 레스토랑 위크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스토랑은 GGRA 회원 포털을 통
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h�p://bit.ly/EDSF2020 

 
참고 : Eat Drink SF 2020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 보건부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 한 규정 을 준
수 합니다 . EDSF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Dine Safe에 설명 된 공중 보건 규정도 준수 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 라이
브 안전 서약 : h�p://bit.ly/DineSafeLiveSafe     
 
에 문의하세요 Chhavi Sahni , 질문이 chhavi@ggra.org을 .  

COVI D -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에 대한 최신 정보 를 얻으 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서 e- 뉴스에 등록 하십시오 .
 
연대에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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