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아래 방문
VENDING.LACITY.ORG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 코드 스캔

यह जानकारी अन्य भाषाओं में चाहिए?
 ?

/BSSLosAngeles
@bsslosangeles
@BSSLosAngeles
vending.lacity.org

이 정보를
다른 언어로
받고 싶으세요?

¿DESEA ESTÁ INFORMACIÓN EN OTROS IDIOMAS?

是否需要以其他?言来了解此信息？
この情報を別の国の言葉で希望されますか？
이정보를 다른 언어로 받고 싶으세요?

GUSTO MO NG IMPORMASYON NA ITO SA IBANG MGA WIKA?

?
MUỐN THÔNG TIN NÀY BẰNG NGÔN NGỮ KHÁC?

로스앤젤레스 시
 보도 및 공원
 노점상 허가증 프로그램 

년 7월 1일 전에
신청하고 할인된 수수료로
허가증을 취득하세요

팔로우를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CENTRAL LOS ANGELES
Pac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 (PACE)
1055 Wilshire Blvd, #900-B
Los Angeles 90017
(213) 353-9400

SOUTH LOS ANGELES
Vermont Slauso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VSEDC)
6109 South Western Avenue
Los Angeles 90047
(323) 789-4515

NORTH VALLEY 
Initiating Change in our Neighborhoods (ICON) 
13269 Van Nuys Blvd 
Pacoima 91331
(818) 302-6114

MID CITY
Pac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 (PACE)
2900 Crenshaw Blvd
Los Angeles 90016
(323) 293-6284

SOUTH VALLEY
Initiating Change in our Neighborhoods (ICON)
8248 Van Nuys Blvd
Panorama City 91402
(818) 894-8800

HOLLYWOOD
Managed Career Solutions (MCS)
4311 Melrose Ave
Los Angeles 90029
(323) 454-6115

HARBOR
Managed Career Solutions (MCS)
222 West 6th Street, #320
Los Angeles 90731
(310) 221-0644

WEST VALLEY
Managed Career Solutions (MCS)
18645 Sherman Way, Suite 114
Reseda 91335
(747) 265-6201

축하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 보도 및 공원 노점 판매 허가증       취득 과정
을 시작하셨습니다. 

할인된  수수료 $291의 기회를  이용하세요.
2020년 7월 1일부터  $541

LA 시의 BusinessSource 센터 8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세요.  서비스는 무료!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조언가가 LA 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
젤레스 카운티 허가증 취득을 위한 필수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
니다. 

ITIN ITIN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표시가 된 두 지점 방문

ITIN

ITIN

W

WANT THIS INFORMATION IN OTHER LANGUAGES?
是否需要以其他语言来了解此信息？
この情報を別の国の言葉で希望されますか？
이 정보를 다른 언어로 받고 싶으세요?

GUSTO MO NG IMPORMASYON NA ITO SA IBANG MGA WIKA?

Xотите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на других языках?

ต้องการข้อมูลนี้เป็นภาษาอื่นหรือไม่?
MUỐN THÔNG TIN NÀY BẰNG NGÔN NGỮ KHÁC?

यह जानकारी अन्य भाषाओं में चाहिए?

ՈԶՈՒ՞Մ ԵՔ ԱՅՍ ՏԵՂԵԿՈՒԹՅՈՒՆՆԵՐԸ ՍՏԱՆԱԼ ԱՅԼ ԼԵԶՈՒՆԵՐՈՎ։

ចង់�នពត៌�នន��ះ ���ន��ងន ៀត?



허가증 필요 대상

시 보도 및 시 공원의
모든 음식/물건 판매상

허가증 필요 이유

노점상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주민 및 방문자의 
건강, 안전, 복지 보장

허가증 갱신 빈도

개월마다

허가증 미취득 시

적절한 라이선스 또는 허가
증이 없는 노점상에 $250
$1,000의 벌금 부과 

BTRC 신청
City of Los Angeles, Of�ce of Finance
200 N. Spring Street, Room 101
Los Angeles CA  90012
(844) 663-4411 |  Finance.lacity.org

판매자 허가증 신청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 Fee 
Administration
5901 Green Valley Circle, Suite 200 Culver 
City CA 90230
(310) 342-1000 |  cdtfa.ca.gov

보건 허가증신청

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5050 Commerce Drive
Baldwin Park, CA 91706
(888) 700-9955 |  publichealth.lacounty.gov

LA 시 보도 및 공원 노점 판매 
허가증 신청
Visit StreetsLA Headquarters 
1149 S. Broadway, Room 350, 
Los Angeles CA 90015
(213)847-6000| ending.lacity.org

보도 및 공원 노점 판매 

허가증 체크리스트 

지참 목록

정부 발급 사진 ID : 
운전면허증 , 캘리포니아 ID, 
여권 또는 영사관 ID 

노점 판매 허가증 
신청 및 취득 

BusinessSource 센터의 카운셀러들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필수 허가증 취
득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
비스는 무료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군요.

LA 시의  BusinessSource 
센터 8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세요

또는 ITIN(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이 이미 있습니까?

아니요

예

을 신청하려면 이 표시가 
된 두 BusinessSource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세요     ITIN

여기서
시작

사진 ID 
지참!!!

무료 
서비스!

1. 2.
가까운 
BUSINESSSOURCE 
센터 방문

허가증 취득
필요한 허가증3.

STREETSLA
노점 판매 
허가증 신청

4.

축하드립니다! 
창업 준비가 되셨
습니다

5.

What are you?

영업세 
등록 
증서(BTRC)

California Department 
of T                      ax and Fee 
Administration
판매자 허가증

상품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판매자 허가증

계획 확인 절차 시작에 필
요한 사항 :

두 가지 구체적인 계획
 작성된 계획 확인 신청
서
계획 확인 수수료

적절한 계획을 바탕으로 카트 제작 
기간 다양

푸드 카트 최종 점검 일정을 잡기 
전 벤더에게 필요한 사항 

 매점 계약
라우트 슬립
공중 보건 허가증 신청서
허가증 수수료

푸드 카트 최종 점검
 승인된 계획에 맞게 카트 제작
 상기의 서류 제출

공중 보건 허가증 발급 

음식

StreetsLA 허가증:
BTRC
판매자 허가증
허가증 수수료

City Department of 
Finance

LA County 공중 보건 
허가증            

영업세 
등록 
증서(BTRC)

판매 종류

성공적인 보도 노점 

사업의 시작
규칙과 규정 준수.

노점상의 최신 
사업 정보, 세금 
정보, 보건 허가
증 보유 

위생 유지. 쓰레
기와 재활용품 
수거 필수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공간 제공

노점 판매 금지 
구역 인지

식품 재료를 
밀봉 보관하여 
벌레로부터 보
호 

음식 노점 
판매에 대한 
주법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