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 (이하 ‘갑’)과 참여업체 (이하 ‘을’)은 제47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기간
(9월 22일 - 9월 25일) 중 행사장에 설치된 부스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및 조건
본 계약은 제49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기간 중 행사장 내의 부스 사용에 관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행사항
‘갑’이 주최하는 제49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에 설치된 부스를 ‘을’에게 계약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약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행사가 진행되는 2022년 9월 22일(목)부터 9월 25일(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제4조 부스 비용 지불 조건
‘을’은 ‘갑’에게 장터 부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과 함께 제출하고 부스 사용 규칙 약관을 검토 후에
서명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부스 계약 계약금 50%를 접수신청시 지불하고 6월24일까지 나머지 금액이 완불되어야
한다. 6월24일 이후 계약자는 부스 비용 전액을 납부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만일 약속된 일자에 완납이 되지않을
경우 추가비용이 청구되거나 계약이 자동 취소가 될 수 있다. ‘을’은 부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갑’은 부스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요청, 소송, 물질 보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8/2022 이전 계약 취소

계약금의 50%를 공제된 환불

8/5/2022 이전 계약 취소

총액의 50% 환불

8/22/2022 이전 계약 취소

총액의 25% 환불

8/23/2022 이후 취소

NO 환불

제5조 지급방법
5-1 접수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50%)을 지불한 순서대로 부스 장소를 배정받을 수 있다.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부스를 예약할 수 없다.
5-2 부스 사용료 50%를 접수 신청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6월 24일 전까지 완불하여야
한다. 만약 6월 24일까지 완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접수 시 지불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5-3 신용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3% 수수료가 부과된다. 3%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5-4 만약 행사 전 계약자가 계약 취소 시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
5-5 부스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 또한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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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스 크기 및 가격
6-1 부스의 크기는10’X10’ 이며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일반부스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5 amps)

코너부스

접는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전기 (5 amps)

엑스포부스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4개, 전기 (5 amps)

음식부스

접는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전기 (20 amps)

스낵스탠드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20 amps)

주류부스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20 amps)

6-2 부스 내에 설치된 전원에 “을”이 준비한 장비들 연결에 필요한 전기코드 및 기타의 준비물은 “을”이 직접
준비해야하며 반드시 UL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3 공원 내 부스의 동서간에 “갑”이 제공하는 그늘막 이외에 “을”이 조달하는 차양막은 사용이 불가하다. 설치된
부스 이외에 부스 사이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간이용 부스 설치를 금하며 위반 시 LA 소방국 으로부터
벌금과 함께 부스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6-4 축제 준비 기간 동안이나 축제 당일에 LA 시청, 소방소, 보건국 또는 경찰등의 요청으로 인해 지정된 부스의
위치를 변경 및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그 요청을 준수하고 따른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
6-5 각 부스에 제공하기로 계약된 전기 공급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 시에는 추가 전기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이 중단되며 벌금이 청구된다.
6-6 “을”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한다. ”갑”에서 발행하는 음식 쿠폰은 행사 후 “갑”의 사무국에서 결제하며.
각 쿠폰을 사용시 “을”은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액수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며, 추후 “갑”으로부터 결제받게 된다.
분실된 쿠폰은 배상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부스 사용시 준수사항
7-1 냉장 및 냉동 보관용 음식물을 판매하는 부스에서는 가전제품의 용량에 맞는 추가 전기를 신청해야 하며,
추가되는 전기 신청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국 허가 신청 비용은 음식을 만들어 팔
경우 $184.00, 포장된 음식을 팔면서 시식을 할 경우 $116.00, 포장된 음식만 판매할 경우 $82.00, 시식만 할 경우
$59.00 이다. 보건국 허가 비용은 7월 1일 2022년 까지 결제 해야한다. 이 날짜 안에 결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엔
LA County 보건국에서 $50 수수료가 청구된다. 보건국 요청에 의해서 신청 금액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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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스 사용자는 진행요원 허가없이 의자, 테이블을 부스 밖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의자, 테이블이 더
필요할 경우 “갑”에 요청하면 소정의 추가 요금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갯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요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7-3 부스 사용자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앞에
부착해야한다. 음식 부스 배너 상호명은 3" 이상 크기로 작성해야 하고, 나머지 정보는 1" 이상으로 작성해야한다.
음식 부스를 제외한 업체는 재단측에서 배너를 제작하여 부스에 설치할 수 있다. 배너 제작 비용은 각 부스당
$100이 불가피하게 청구된다.
7-4 지정된 부스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업체 이름이나 광고 배너, 전단지 또는 포스터를 설치할 수 없다. 만약
적발 시에는 벌금이 청구되며 모두 제거된다.
7-5 모든 식품에는 누구나 첨가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영문 설명서를 부착해야 한다.
7-6 각 부스당 청소비 $100이 의무적으로 청구되며, 축제가 끝난 후 환불은 불가능하다.
7-7 각 부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한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장소를 사용할
시에는 부스 사용을 철수시키고 벌금이 청구된다.
7-8 공원 내에서 홍보를 위한 마이크 사용 및 음악을 트는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 시 “갑”에 의해 제공된 전기를
차단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9 펜스가 쳐져 있는 공원 안에서는 애완동물. 커피를 포함한 일체의 음료, 음식 등의 반입이 금지되며 단, 물은
허용된다. 아울러 공원 전체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7-10 어떠한 경우에도 바닥에 말뚝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는 금지한다.
7-11 축제 기간 동안 부스 내에서 발생하는 제품 박스 및 쓰레기들은 부스 주변에 쌓아 두지 않고 지정된
컨테이너에 버린다.
7-12 축제 기간 동안의 영업시간은 목요일 오후 3시 또는 LAPD, Fire Department, Health Department의 모든
Permit을 받은 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7-13 참조*)
7-13 영업시간
DATE

OPEN

CLOSE

9월 22일(목)

오후 2:00경*

오후 10:00

9월 23일(금)

오전 10:00

오후 10:00

9월 24일(토)

오전 10:00

오후 10:00

9월 25일(일)

오전 10:00

오후 10:00

7-14 부스 내 상품 진열 및 전시 준비는 행사 첫날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단, 공원 펜스 안의 부스는 오전
8:00부터 펜스 문을 개방함에 따라 오전 8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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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음식 부스, 식품 판매, 시식 부스 사용시 추가되는 준수사항
8-1 음식 부스 사용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음식이 적정 온도로 냉장되지 않았을 경우. (냉장음식은 항상 화씨 41도 이하에 보관해야 함)

•

음식 부스는 LA카운티 보건국의 요구에 의해 4면이 막히도록 벽면 막이 내려져 있어야 한다. 벽면을 말아서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앞쪽에 설치된 창문을 이용해야 한다.

•

뜨거운 음식이나 요리된 음식이 적정 온도에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 (뜨거운 음식은 항상 화씨 135도
보관해야 함.)

•

높은 온도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 재료가 적절한 온도에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
재료들을 버려야한다. 재료 예: 날계란, 날 닭고기, 날 생선, 유제품, 칠리, 삶은 콩, 부드러운 치즈, 햄버거,
익힌 밥, 과일, 날고기, 등등.

•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팔기 전에 요리해 놓는 행위를 하는 경우(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

갈비나 불고기 등 여타의 날음식을 바비큐 할 때 화씨 135도 이상에서 요리하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요리를
해야 한다.

•

음식에 박테리아가 잠복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음식의 온도가 화씨 41도 이상이나
화씨 135도 이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됨.)

•

조리된 음식은 잠복되어 있을 수 있는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온도로 다시 가열하지 못했을 경우. (조리된
음식을 다시 데울 때는 화씨 135도 이상으로 데워야 하며 뜨거운 음식을 식힐 경우에는 얼음을 이용해서
빨리 식혀야 함.)

•

종업원의 실수로 조리된 음식과 음식재료가 섞여서 음식이 오염되거나 부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

음식부스안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위생모자 또는 위생머리네트. 위생치마와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개인적인 위생상태가 불결한 종업원이 일하고 있을 경우. (남은 음식이나 요리된 음식을 만진 경우 항상 손을
씻을 것.)

•

손을 씻을 수 있는 최소 2.5갤런의 물과 액체비누, 양동이, 그리고 페이퍼 타월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요리된 음식에 사용할 얼음과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될 얼음을 분리 해야하며, 같은 얼음을 사용하거나 같은
곳에 보관할 수 없음.

•

종업원과 요리사는 맨손으로 음식을 만질 수 없다.

8-2 음식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8-3 요리사나 종업원은 휴식을 취하거나, 지정부스에서 자리를 비웠다 돌아 왔을 시 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8-4 손님이 직접 음식을 담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8-5 음식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조리용 온도계를 준비해야 한다.
8-6 음식부스 퍼밋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한다.
8-7 소화기를 부스 내에 사용하기 간편한 곳에 준비해야 한다. * 소화기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부스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8-8 가스통과 버너는 안전하게 묶어서 고정시킨다.
8-9 음식재료,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는 반드시 바닥에서 6인치 이상의 높이에 보관해야 한다.
8-10 천막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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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싱크대 사용시 음식물 찌꺼기는 반드시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8-12 행사 종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음식물 찌꺼기를 부스 안에 남기고 갈 수 없다.
8-13 조리된 음식을 진열할 경우,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 덮개를 꼭 덮어두고 손님이 음식을 직접
만질 수 없도록 3피트 거리를 유지한다.
8-14 Warmer (온열 장비)를 이용해 음식을 데울 경우, 손님과의 거리를 3피트 유지해야 한다.
8-15 “을”은 “갑”이 발행한 음식 쿠폰을 수령한다. ”갑”에서 발행하는 음식 쿠폰은 행사 후 “갑”의 사무국에서
결제하며. 각 쿠폰 사용시 “을”은 $10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추후 “갑”으로부터 쿠폰 한 장 당 $10를 결제 받게
된다. 분실된 쿠폰은 배상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8-16 음식 조리 및 시식을 하는 부스에서는 부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한다.
8-17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에서 규제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한다.
8-18 스낵 부스는 프로판 가스 사용이 불가능하며 부스 이외의 공간을 조리공간으로 절대 이용할 수 없다.
제 9조 주류 판매 준수사항
9-1 주류 부스 외 부스 사용자는 손님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부스를 철수하며 벌금이
청구된다. (부스에서 직접 주류판매를 하거나 손님에게 공급할 경우 부스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전기사용안내
10-1 모든 부스는 주최측에서 기본적으로 전시 부스에 5AMPs (핸드폰 또는 노트북 충전 가능), 음식 부스 및
스낵스탠드에는 20AMPs (냉장고 1 대 사용량) 를 제공하며 추가로 전기가 더 필요할 경우, 또는 추가 전력이
소요되는 기구 및 전시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 제공 업체에게 추가 전기 공급을 신청해야 한다. 추가 사용
비용은 따로 청구된다.
10-2 사용할 장비 전기 용량이 재단측에서 제공된 전기 용량을 초과할 시 추가 전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기 명시한
장비 이외에 추가된 내용은 본 재단에 등록해야 하며 추가 전력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적발 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전력은 20AMPs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미리 신청해야 한다.

•

20 AMPs 당 $200

10-3 행사장 내의 모든 전기는 허가업체에서만 공급하며 자가발전 또는 그 어떤 전기사용을 금지한다.
10-4 각 부스의 전기사용자는 반드시 UL마크가 있는 전기용품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전원 케이블은 반드시
정식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함. (UL마크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
10-5 각 부스의 전기사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기본 전기회선과 분배장치를 변조 또는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
10-6 사용자의 부주의, 전기 기구의 무분별한 추가 사용,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전원차단기 작동 시 현금 $100의
서비스 비용을 전기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하며 전기 기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3회 이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시간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전력을 중단한다.
10-7 각 부스에 제공되는 기본 전기회선과 분배장치를 사용해야한다.
제 11조 불가항력
11-1 천재지변, 내란 등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공연의 중지, 혹은 장터 운영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2 행사기간 동안 판매 매출 또는 참석자의 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갑'은 '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11-3 공원 내의 안전을 위해 City of Los Angeles, LAPD, Fire Department, Health Department, LA 한인축제재단,
시큐리티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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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참가 규정 및 계약 위반 처벌
12-1 제 49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의 모든 규정 및 계약조건을 어겼을 시에는 “갑”이 발행하는 티켓을 수령하고
“을”은 이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3번째 티켓부터는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제 13조 Festival Vendor, Exhibitor & Volunteer Release of Liability, Waiver, and Indemnity
13-1 ‘Food Vendor or Snack Vendors’은 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갑’은 부스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요청, 소송, 물질 보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보험 증서를 축제 개막 전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부스 비용 반환은 비용 반환
규정 제4조에 따른다.

Festival Vendor, Exhibitor & Volunteer Release of Liability, Waiver, and Indemnity:
Terms and Conditions
The undersigned certifies that he/she will adhere to the 49th Los Angeles Korean Festival Rules and
Guidelines. I have read this document in its entirety. I have signed this release of my own free will and I
have not been coerced in any way to sign this release.
1. I hereby certify that I am over 18 years of age and competent to execute this release. Those not over
18 years of age must have a parent or legal countersign this release. Released Parties.
2. “Released Parties” refers to the Los Angeles Korean Festival Foundation and The 49th Los Angeles
Korean Festival, and any of its affiliates, agents, employees, independent contractors, officers,
directors, members, managers, volunteers, insurers, attorneys, heirs, predecessors, successors,
administrators, assigns and any other person or entity in any way associated with the Los Angeles
Korean Festival.
FESTIVAL
3. “Festival” means The 49th Los Angeles Korean Festival to be held on September 22, 2022 through
September 25, 2022 at 3250 San Marino St, Los Angeles, CA, including all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for the Festival, whether before or after the Festival opens or closes, which are in any manner related
to or part of the Festival. Release and Consideration.
The LA Korean Festival Founda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to Vendor due to natural causes
or force maje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ain, thunder and lightning, and wind. Vendor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LA Korean Festival Foundation, its officers and directors, agents,
representatives, and employees from any and all claims, damages, losse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Vendor’s participation with the event. LA Korean Festival Foundation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damaged or lost articles/booths/exhibits belonging to Vendor. Overnight security will be provided, but
it is not advisable to leave any valuable Merchandise behind. Event organizers are NOT RESPONSIBLE
for any lost or stolen items.
4. Vendor Compliance. Vendor agrees to comply with all the regulations of the facility hosting the
event and all federal, state, and municipal laws, including health and safety. Vendor agree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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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for collection and reporting of sales tax as required by law. Vendor shall be responsible for
obtaining all licenses, permits, health certificates or items required by governmental agencies in order
that Vendor’s booth may be lawfully operated. LA Korean Festival Foundation has full authority to stop
Vendor from operating, without refund, should Vendor sell or promote products and/or services other
than those stated in Vendor’s application. LA Korean Festival Foundation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any Vendors from the event for any reason.
5. Model/Photograph Release. I understand that my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may be photographed
and promoted by the Los Angeles Korean Festival Foundation,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individual
involved with the creation or promotion of the Festival, and in consideration for permission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I hereby give permission to the Released Parties to use my likeness for any
purpose whatsoever. I RELEASE THE LOS ANGELES KOREAN FESTIVAL FOUNDATION AND ANY
PHOTOGRAPHERS, THEIR OFFICER, EMPLOYEES, AGENTS, AND DESIGNEES FROM LIABILITY FOR ANY
VIOLATION OF ANY PERSONAL OR PROPRIETARY RIGHT I MAY HAVE IN CONNECTION WITH SUCH USE.
Severability
6. If any provision of the document is hel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in whole or in part, by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uch provision shall be deemed amended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law, so as to be valid and enforceable. Or if it cannot be amended without
materially alter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t shall be stricken and the remainder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It is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Agreement to provide the
broadest possible release of claims and causes of action in favor of the Released Parties, and any
ambiguity shall be construed in light of this purpose. Miscellaneous:
7.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is Agreement and I am voluntarily signing this Agreement on behalf of
myself and my heirs. I understand that by signing this Agreement I am waiving important legal rights on
my behalf and on behalf of my family and heirs. I expressly acknowledge that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consult with legal counsel before signing this Agreement. (ie parent or legal guardian).
8. I hereby consent to any medical care which may be necessary as a result of my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I am solely responsible for all applicable charges for any such medical diagnosis or treatment
and represent that I either have insurance coverage adequate to cover such expenses or am financially
capable of paying for such expenses. If I become incapacitated and am unable to give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I hereby grant all appropriate medical personnel permission to perform any
medical treatment they deem appropriate.
9. This docu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gard to conflict of law provisions. If any lawsuit or claim is brought arising from my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I hereby irrevocably waive any other jurisdiction or venue to which I or my
estate might otherwise be entitled.
IF RELEASOR IS UNDER THE AGE OF 18 YEARS: Parent or Guardian: I hereby certify that I am the
parent/natural guardian or legal guardian of the Participant, and acting in such capacity hereby
acknowledge and agree to each of the releases, waivers, and other agreements set out above in the
RELEASE OF LIABILITY, WAIVER, AND INDEMNITY AGREEMENT. I hereby agree to hold harmless and
REV.02/2022
7 |Page

indemnify the Released Parties and all other participant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for any and all injury or harm caused by or to the above named Participant or to others
acting on the Participant’s behalf and for any defect in or lack of such capacity to so act and hereby
release said parties on behalf of the minor and the parent or legal guardian.
The undersigned agrees to participate in the 49th Los Angeles Korean Festival.
상기 계약은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한 사정에 따라, 또는 LA시, LA카운티, 캘리포니아 주정부 훈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불가피한 경우 늦게 접수된 부스 일부가 취소 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벤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 상기 계약 조건에 동의해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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