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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리 노점상 
규정

로스앤젤레스시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4. 농산물은
봉지에 담아
보관하기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농산물 관련 주법 준수하기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에서 규제하는 모든 농산물은 모든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취급, 운송, 진열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CDFA에서 검역하는 모든 농산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봉지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농산물을 펼쳐놓고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모든 농산물, 버려진 겉껍질, 과일 속, 껍질 또는 씨는 폐기하기 
전에 비닐 봉지에 담아 밀봉해야 합니다.
• 식품 노점상은 검역되는 모든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서로 영수증, 
송장, 선하증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판매 또는 운송되는 모든 검역 농산물 또는 상품은 상업적 판매를 
위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본 조항 위반 시, 농산물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BSSLosAngeles
@bsslosangeles
@BSSLosAngeles
vending.lacity.org

자세한 사항은 
팔로우하세요

W

1. 청결 유지
쓰레기 줍기 및 재활용 하기

음식물 가판대는 모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노점상은 
가판대에서 50피트 이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분리하여 
LA시 재활용 정책에 따라 폐기해 
주십시오.

보행자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보도
개방해 두기

노점상은 보도와 인도에서 최소 5피트 너비의 통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판대는 도로 위에 튀어나오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공공시설용, 대중교통 또는 다른 정부 용도로 사용되는 
구역에 가판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주지, 사업장, 기둥, 말뚝, 진입로, 교통 표지 또는 
신호등, 소화전, 우편함 근처에 가판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점상은 손님이 인도, 도로, 대로, 골목 또는 
기타 공공 장소를 막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허가증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모든 거리 노점상은 주, 카운티 
및/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관련 비즈니스, 세금 및 건강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거리 및 공원에 있는 
노점상은 로스앤젤레스시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노점상 여러분의 성공을 염원합니다.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안전과 사업적 성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규례 안내서는 준수해야 할 지침과 노점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공합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 
막지 않기

3. 일부 지역은
노점 행위
불가
다음 500피트 이내에서는
노점 행위 불가:

•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및 엘 푸에블로 
드 로스앤젤레스 주립역사공원, 스테이플스 센터/LA 
라이브(로스앤젤레스 자치법규22지구 제25장)
• 다저스 스타디움, 할리우드 볼, LA 콜로세움/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경기 당일)
• 공공사업위원회(Board of Public Works)에서 결정한 기타 
장소

베니스 해변에서의 노점 행위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First Amendment)로 보호되는 표현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중등학생 또는 사립유치원, 초·중등학생이 다니는 학교 
또는 고등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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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그림 1

18인치

*'연석 곡벽 시작'인 BCR은 
인접한 코너로 경계를 이루는 
두 인도의 교차점을 포함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림 3

18인치

예: 9피트 너비 보도에서 노점상 공간의 1/3 깊이는 3피트이며, 6피트 너비 보도의 노점상 공간은 2피트가 됩니다.

90˚

기존 보도의 1/3 또는 
5피트 깊이 중 작은 것*

가판대/키오스크

주차 요금 징수기
3피트

지상 유틸리티 구조물
3피트

가로등 3피트

소화전
5피트

표시된 버스 정류장
5피트 및 45피트

지하 유틸리티 박스
2피트 나무 우물 3피트

건물

도로

연석

버스 정류장

5피트

3피트

3피트

다음 지상 시설물과 거리는 최소 3피트 
이상이어야 함:

• 가로등
• 나무 우물의 가장자리
• 주차 요금 징수기
• 지상 유틸리티 구조물

소화전과의 거리는 5피트 이상이어야 함

기존 지하 유틸리티 박스 또는 밸브와의 거리는 
2피트 이상이어야 함

연석 앞면과 차도 가장자리로부터의 거리는 
18인치 이상이어야 함(그림 1 참조)

노점상 간 간격은 3피트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함(그림 2 참조)

버스 정류장 위치 또는 근처(벤치, 자전거 
보관소), 신문 가판대 및 빨간색 연석에서는 
노점행위가 금지됨

도로, 중앙분리대, 보행자용 안전지대 및 자전거 
도로에서는 노점행위가 허용되지 않음

어떤 건물 앞에서도 고정식 노점행위가 허용되지 
않음. 모든 고정식 노점상 위치는 연석 앞면에서 
18인치 떨어져 있어야 함

공사 관련 도로 또는 차선 폐쇄, 특별 행사, 
중고품 시장, 영화촬영 및 파머스 마켓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허용된 활동과의 
거리는 허용된 활동의 경계선으로부터 5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노점상은 건물, 상점, 극장, 영화관, 예배당 또는 
공공 집회 장소 입구로부터 최소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노점 제한 구역으로부터의 거리는 토지 
경계선에서 5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자세한 내용: STREETSLA.LLACITY.ORG/VENDING 또는 전화 213-84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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