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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벤딩 요건은 무엇입니까? 

 구비해야 할 서류

적합한 벤딩 라이센스

적합한 벤딩 구역 허가증

벤더 및 벤더 종업원 배지 

벤더 라이센스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   서류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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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벤딩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판매 품목 필요한 라이센스 수수
료

기간

식품 및 식품 영업 클래스 A $476 2년

일반 상품 클래스 B $408 2년

퍼블릭 마켓 매니저 클래스 C $433 2년

서비스 (사진, 구두수
선 등)

클래스 D $337 2년

적합한 벤딩 라이센스 및 구역 허가증 
 클래스 A, B 또는 D라이센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판매에 사용할 벤딩 유형을 결정하고 적절한 구역 허가증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I.  벤딩 스탠드 및 벤딩 카트: 보도 벤딩

• 밴딩 구역 허가증 수수료는 2년에 $1,200입니다. 
• 이 허가증은 보도 위 승인된 위치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합니다. (중앙 구역 및 지정된 주택 구역.)
• 벤더 소유주가 희망 위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중앙 벤딩 존에서 영업하는 벤더의 경우, 막히지 않은 통로 10  
 피트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중앙 벤딩 존 밖(또는 지정   
 주택 구역)에서 영업하는 벤더의 경우, 막히지 않은 통로 7피트  
 내 영업만 허용됩니다. 
• 각 벤더 소유주는 최고 다섯 군데의 보도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일한 블록의 보도에서 세 군데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II.  벤딩 차량: 이동식 도로 벤딩(MRV) 

• (이동식) 구역 허가증 수수료는 2년에 $600입니다. 이동식 도로           
 벤딩에는 2개의 위치 옵션이 있습니다. 

1. 위치 배정 
 √ 매월 자동 추첨을 통해 MRV 승인 구역 중 한 곳에 벤딩 위치가   

     배정됩니다. 환불되지 않는 추첨 참가료는 각 차량 당 $25  
 입니다. 

 √ 매달 벤더 소유주는 선호하는 지역을 우선 순위대로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 해당 월에 소유주에게 배정된 MRV 위치를 수락하고 사용하는   
 비용은 $150입니다. 

 √ MRV 벤더는 월~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MRV 위치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10  
 시 30분까지는 주차를 엄금합니다.)
 √ 6 페이지에서 지정식 MRV 위치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동 주차식 

 √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면 미터기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 시간제한을 준수하는 한, 벤딩 위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벤더는 방해물이 없는 6피트 보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번의 MRV 구역에서 최소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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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벤딩 차량: 아이스크림 벤더

• 도시 전역에서 벤딩 영업이 허가되나 한곳에 ‘머무르는 것’은 안   
 됩니다(손님이 없을 시 즉시 이동해야 함). 

• 차량은 손님이 있을 때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멈출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주차해야 합니다. 

IV.  트럭/트레일러: 고정형 도로 벤딩

• 고정형 도로 구역 허가증은 $450입니다. 
• 추첨 결과에 따라 벤딩 위치가 달라지며, 매달 요일별로 하나의    
 위치가 배정됩니다. 
• National Mall과 Ellipse 주변에 73개의 벤딩 위치가 있습니다. 
• 매월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 추첨 결과에 따라 매달 요일별로 한군데씩 벤더에게 특정 위치가 
배정됩니다. 

참고: 트럭은 이동식 도로 벤딩 또는 아이스크림 벤딩용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트레일러는 고정형 도로 벤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C 라이센스: 퍼블릭 마켓 벤더용
• 퍼블릭 마켓의 각 벤더는 개별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퍼블릭 마켓이 영업 중일 때 매니저 또는 벤더 종업원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벤더 및 벤더 종업원 배지 

• 모든 벤더 영업자는 사업 라이센스와 함께 배지 한 개를 배부   
 받습니다. 
• 추가 종업원 배지는 한 개당 $55입니다. (소유주는 무료) 
• 배지는 사업 라이센스 만기일에 같이 만기됩니다. 

참고: 벤더 소유주와 벤더 종업원은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즉, 벤더  
소유주가 다른 소유주의 벤더 종업원이 될 수 있음). 

벤딩 카트 디자인 기준:

1. 일반 상품   4½피트 x 7피트

2. 식품 카트  5½피트 x 8피트
 √ 1개의 우산 또는 캐노피
 √ 2개의 쿨러(아이스박스)
 √ 공용 공간에 적재 불가

벤딩 차량 디자인 기준:

 √ 길이 18’6피트
 √ 폭 8피트
 √ 높이 10’6피트

전체 벤더 영업시간

주거지역  
 √ 매일 오전 5시~오후 10시

상업지역 
 √ 일~목, 오전 5시~오후 10시
 √ 목~토, 오전 5시~오전 1시

4 5



 page 7 page 6  컬럼비아 특별구(DC) 벤딩 신청 가이드  컬럼비아 특별구(DC) 벤딩 신청 가이드

이동식 도로 벤딩(MRV) National Mall 벤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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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비즈니스 벤딩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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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ending guide was produced in partnership by the following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