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Business & 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 
for Neighborhood Markets

HEALTHY FOODS, HEALTHY BUSINESSES

DATE  |  Thursday September 25, 2014

TIME  |   9:00 AM - 5:00 PM. Lunch provided

LOCATION  |  Watts Labor Community Action Committee 
10950 S. Central Ave. Phoenix Hall. Watts, CA 90059

LANGUAGE  |  Translation & materials available in Spanish 
and Korean.

COST  |  FREE for neighborhood market owners and staff, 
food entrepreneurs, community leaders and students. 
General public registration fee $25.

REGISTER  |  Phone: 213 - 473 - 9739
Email: healthymarkets@goodfoodla.org
Online: neighborhoodmarkets2014.eventbrite.com 

 - Healthy food business 
   workshops led by industry   
   experts

 -  Tools and tips designed for     
    neighborhood markets

  - Build your network

 - Find new partners in food  
    industry,  government, and  
    nonprofit

 - Create a customized 
   “action plan” for your store

 - Be successful with healthy  
     snacks, fruits & vegetables

  Connect    Catalyze    Coordinate  

The Healthy Neighborhood Market Network (HNMN) provides free training & networking for neighborhood market & corner store owners, 
and other food entrepreneurs who want to succeed with healthy food in underserved communities. HNMN is a project of the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 www.goodfoodla.org

With generous contribution from:



  

동네 마켓을 위한 비지니스 & 리더쉽 개발 트레이닝

건강한 식품, 건강한 비지니스

날짜 |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시간 | 오전 9:00시 - 오후 5:00시 
     점심 제공
장소 | 와츠 노동 커뮤니티 액션위원회
    10950 S. Central Ave. 
    사우스 엘에이 (와츠) 90059
단어 | 한국어로 통력이 제공됩니다
가격 | 코너가게, 식품상업자는 무료 참여 
    일반 대중 등록비는 $25 

등록 | 전화로 213 - 473 - 9739
이메일 healthymarkets@goodfoodla.org 
인터넷으로 neighborhoodmarkets2014.eventbrite.com 

전문가 워크숍.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건강한 식품 비지니스를 
키울수 있는지: 
-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필요한 조언을 받으세요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 비지니스 정부
- 비영리단체
- 그리고 식품계 

이 중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을 비지니스 의  
성공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보세요
- 건강한 스낵
- 과일 채소

비지니스에 꼭 맞는 
“실행 계획서”를 엑스퍼트와 
지어보세요. 

 만나고  촉진시키다   협력하고 

건강한 동네마켓 네트웍 (Healthy Neighborhood Market Network - HNMN)은 코너마켓, 동네가게, 작은 주류상점, 식품상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에게 무료 트레이닝 과 네트워킹을 제공해 저소득층 지역에서 건강한 식품을 통해 성공하시게 및받침이 되어드립니다. HNMN은 비영리 단체인 
LA식품정책 협의회의 프로그램입니다. www.goodfoodla.org

후원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