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식품, 건강한 비지니스  
건강한 이웃 시장 만들기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 
 

의제 
 

등록 / 네트워킹 & 커피 
10:30-11:00AM 
 

파트 1: LA 지역의 동네 상점들과  

그들의 커뮤니티 11:00 – 12:00 (Comrie Hall) 
한국어 중심의 세션. 영어와 스페인어 통역 가능. 

사회자: 홍연아 

환영인사: 파울라 데니얼스 & 래리 프랭크, 비아라이고사 

시장 사무실 

개회사: 밥 안니발, Citi 소액금융 지역 개발부 이사 

 

초청강사: 

• 박계영 교수, UCLA – 성공적으로 비지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이민 상점주들의 경험: 박계영 (UCLA)교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 주인들과 고객층 관계의 역사, 지역, 주, 

연방 정부 관리기관들과의 관계 등을 소개한다. 박교수는 

오늘날 한국인 상점들이 겪게 되는 도전이 발생하는 전 후 사정, 

신선한 식품이 상점주와 고객들에게 잠재적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방법등을 다룬다. 

• 토니 쿠오 박사,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공공 보건부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식품 

접근권과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 쿠오박사는 LA 지역 내 

식품선택권의 차이와 영양관련 문제들에 대해 말한다. 

쿠오박사는 건강한 식품을 먹는것의 가치에 더하여 식품 소매 

환경이 LA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 박 에스더, 로스엔젤레스 식품 정책 협의회 (LAFPC) – 

커뮤니티 시장 전환 프로그램 이해하기:  박 에스더씨는 건강한 

이웃 시장 만들기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시장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마켓들을 건강한 식품 판매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진행중인 노력들에 대해 말한다.  

 

점심식사: 현지의,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한 

요리 시연 12:00 – 1:00 PM (Multipurpose Room) 
커뮤니티 서비스 언리미티드의 젊은 리더들은 

동네상점들에서 구하기 쉬운 몇가지 기본적인 식품 

아이템들로 만들수 있는 쉽고, 건강한 식사 조리방법을 

보여준다. 신선한 녹색채소들, 검정콩, 현미, 사과&배 

조각들로 맛을 낸 전통 음식을 맛보고, 어떻게 당신의 

상점에서 건강한 식사를 홍보할수 있는지 배울수 있다.  

 

파트 2: 식품 소매에 필요한 기술 워크샵       
1:00 – 2:00 PM (Various locations, 2nd Floor)  
영어 세션. 요청에 따라 스페인어와 한국어 통역 가능  

워크샵: 전문가들은 상점 주인들과 소규모 그룹으로 

만나서 그들의 비지니스와 상점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나눌것이다. 참석자들은 다음 

워크샵들중 하나를 고를수 있다.  
 

워크샵 주제: 

• “겉모습과 느낌 - 당신의 상점을 위한 독창적인 

디자인 솔루션.” Michael Powell of Shook Kelley 
(Multipurpose Room) 

 

• ‘신선한 농작물을 관리하는 방법.”  Jill Overdorf, 
Coosemans Shipping of Los Angeles (Multipurpose 
Room 2) 

 

• “건강한 식품 소매업을 위한 법규와 허가 - 법규 

시행에 관련된 사안들.” Joy Kim of The Code 
Solution (Classroom) 

 
이 교육은Citi Community Development의지원을 
통해서LA 식픔정책 협의회가 준비한 이벤트 입니다.  



 

 
 
 
 
 

 
 

HEALTHY FOODS, HEALTHY BUSINESSES 
A Training for the Healthy Neighborhood Market Network 
 

AGENDA 
 
Registration /Networking Coffee  
10:30 – 11:00 AM 
 
Part I: Corner Stores in LA and  
their Communities 
11:00 – 12:00 (Comrie Hall) 
Korean language focused plenary session. English & Spanish 
translation available by request request. 
Moderator: Yonah Hong 
Welcome: Paula Daniels & Larry Frank, Office of Mayor 
Villaraigosa 
Opening remarks: Bob Annibale, Global Director, Citi 
Microfina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Guest Speakers 
• Professor Kye-You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The Immigrant Store Owner Experience: 
Professor Kye-Young Park provides context on the 
history of Korean store owners in Los Angeles, and the 
potential of fresh and healthy foods as a point of 
connection between store owners and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work. 

 
• Dr. Tony Kuo,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Food Access & Health for Our 
Communities: Dr. Kuo speaks on food access disparities 
and nutrition issues in Los Angeles. In addition to the 
value of eating healthy foods, Dr. Kuo discusses the 
impact of food retail environments on the health of 
Angelos. 

 
• Esther Park,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 – 

Understanding Community Market Conversions: Ms. 
Park shares about efforts underway to transform 
neighborhood markets into healthy food stores through 
the Healthy Neighborhood Market Network and the 
Community Market Conversion Program. 

Local, Organic Lunch &  
Healthy Cooking Demo  
12:00 – 1:00 PM (Multipurpose Room) 
Youth Leaders from Community Services Unlimited share 
easy, healthy recipes that can be made from a few basic food 
items stocked at a corner store. Enjoy some Soul Food 
flavors with fresh greens, black eyed peas, brown rice and 
apple & pear crumble and learn how to promote healthy 
eating in your store. 
 

Part II: Food Retail Skills Building 
1:00 – 2:00 PM (Various locations, 2nd Floor)  
English language sessions. Spanish and Korean translation 
available by request. 
Workshops: Experts meet with store owners in small groups 
to provide concrete tips on improving business and store 
practicesin their area of expertise.  
 
Participants choose one of the following workshops: 
• Look & Feel: Creative Design Solutions For Your Store 

with Michael Powell of Shook Kelley (Multipurpose 
Room 1) 

 
• How to Manage & Sell Fresh Produce with Jill 

Overdorf, Coosemans Shipping of Los Angeles 
(Multipurpose Room 2) 

 
• Codes & Permits for Healthy Food Retail - Code 

Enforcement Issues with Joy Kim of The Code Solution 
(Classroom) 

 
This training is presented by the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 with generous support by Citi Community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