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현지사정으로 제안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 38회

O.C아리랑축제
제 49회

LA 한인축제

2022
K-Festival & Expo 

2022년 9월 22일(목) – 25일(일) 2022년 9월 29일(목) – 10월 2일(일)



3년 만에 돌아온 LA 한인축제 &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축제



한인사회 대표 FESTIVAL
LA 한인축제 &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축제는

미주 한인사회 구성원 외에, 현지 미국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며
한국의 문화를 미국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2022 K-Brand Festival & EXPO”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국의 중소상공인 여러분 ,  120만 캘리포니아주 한인 여러분

그리고 ,  260만 전 미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 K-Brand Festival & EXPO 공동대회장을 맡은 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잉태된

제반 구조적 문제와 잠재된 경제적·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모국의 중소상공인들과 미주한인상공인들이 함께 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4차산업혁명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경제 침체의 파고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 축적해 온 양적인 성과를 질적인 가치로 전환해 나가는 창의적인 혁신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은 한인상공인들의 당면해 있는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모국 기업들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한인축제에 초대하여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구조적 전환기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2022 K-Brand Festival & EXPO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LA한인축제(49회)는 주미 한인들이 한국문화와 전통을 전달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최해온 행사로,

2022 K-Brand Festival & EXPO를 접목함으로써 K-Food, K-Beauty,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한국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On-Off Line 방식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홍보, 유통,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재단(KFCOC),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협회(WIKSA)가 혼연일체되어

한인상공인들이 시대를 꿰뚫는 혜안과 도전 정신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모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인사말



“2022 K-Brand Festival & EXPO”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국의 중소상공인 여러분 ,  120만 캘리포니아주 한인 여러분

그리고 ,  260만 전 미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 K-Brand Festival & EXPO 공동대회장을 맡은 오렌지카운티한인축제재단(KFCOC) 회장 정철승 입니다.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전 미주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큰 한인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동포 약 30만명, 베트남계 미국인 70만명, 다수의 이슬람계, 히스패닉계 미국인이 거주하는 등

미국 내 다민족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범죄율이 낮고 공립학교 교육수준이 가주내 최상권으로 플러튼시와 얼바인시에는 조기유학온 유학생이 다수 정착하고 있고

▶삼성, 현대기아차 등 한국 대기업 미국주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LA 공항과 롱비치 항구가 지척에 있어 통상무역의 최적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렌티카운티 아리랑축제(38회)는 주미 한인들이 한국문화와 전통을 전달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최해온 행사로,

2022 K-Brand Festival & EXPO를 접목함으로써 K-Food, K-Beauty,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한국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On-Off Line 방식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홍보, 유통,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재단과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협회(WIKSA)가 혼연일체되어

한인상공인들이 시대를 꿰뚫는 혜안과 도전 정신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모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재단(KFCOC) 회장 정 철 승

인사말



“2022 K-Brand Festival & EXPO”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국의 중소상공인 여러분, 120만 캘리포니아주 한인 여러분

그리고, 260만 전 미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 K-Brand Festival & EXPO in LA, ORANGE COUNTY 의 대회장으로

여러분을 섬길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협회(WIKSA) 총회장 조종권입니다.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 협회는 재외동포 한인기업인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모국의 기업들과 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경제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된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미주지역의 학계 지성인들과 각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주 전역에 지역챕터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협회(WIKSA)는 저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모국의 든든한 형제요, 세계 한인상공인의 주역이자 기대주로 성장할 것 입니다. 

회원 여러분! 2022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출범하는 임기 동안, 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는 신성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회원사와 모국의 기업들의 혁신성장과

O2O(Online to Offline) 유통협력체가 마련되도록 V-Commerce EXPO 등을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올해 “신사업 개발을 통한 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및 회원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최우선 사업 목표로 정하고

△회원 맞춤형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모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혁신 성장 지원 △신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및 국내외 일자리 창출

△신통상질서 대응 및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NBM특임단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플랫폼 고도화 등

6대 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한인상공인과 함께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우리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갑시다.

우리 협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번 “2022 K-Brand Festival & EXPO”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다시 한번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협회(WIKSA) 총회장 조 종 권

인사말



“2022 K-Brand Festival & EXPO”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국의 중소상공인 여러분, 120만 캘리포니아주 한인 여러분

그리고, 260만 전 미주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한인축제재단·오렌지카운티한인축제재단 특임위원장으로 위촉된 정광철 교수입니다.

세계 한인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내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상 이변과 수요 급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다자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 더욱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한인상공인들의 당면해 있는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모국 기업들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 오렌지카운티 아리랑축제에 초대하여

미국과 한국 상공인들이 구조적 전환기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2022 K-Brand Festival & EXPO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LA한인축제(49회)와 오렌티카운티 아리랑축제(38회)는 주미 한인들이 한국문화와 전통을 전달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최해온 행사로,

2022 K-Brand Festival & EXPO를 접목함으로써 K-Food, K-Beauty,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한국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On-Off Line 방식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홍보, 유통,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재단(KFCOC), (사)세계지식정보서비스협회(WIKSA)가 혼연일체되어

한인상공인들이 시대를 꿰뚫는 혜안과 도전 정신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모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LA한인축제재단·오렌지카운티한인축제재단 특임위원장 정 광 철

인사말



행사구성

‘한인사회의 전통축제와 K-Brand 엑스포 개최로

K-브랜드붐업,일자리창출, 수출촉진도모

Off-line 1. Off-line 2. On/Off-line

+&

美전통 한인축제
(LA한인축제+오렌지카운티아리랑 축제)

엑스포 1관
( K- F o o d 관 )

엑스포 2관
(K-Brand 관)

▪ 48회,37회 개최 역사를 가진

미국 서부 한인사회 대표 축제

•韓 농축수산물, 특산품, 가공식품 기업 참가

•韓 인증기업 다수 참가

•현장 부스설치 / 판매

•지자체 개별 바우처 지원

•韓 중소기업 위생용품 브랜드

•韓 생활소비재 기업 다수 참가

•B2C 현장 부스 설치 / 판매

•B2B 바이어 상담 / 매칭

관람객 볼거리 제공 / 집객 및 붐업 역할 K-Food 중심의 오프라인 판매 생활소비재 중심의 B2C / B2B 판매



공통사항공 통
Program

Day1.
Program

Day3.
Program

Day2.
Program

Day4.

Program.

기본행사구성



사업배경및목적

※ 2019 결과보고서 DATA 기준

<연령별 행사장 방문객 현황> < 인종별 행사장 방문객 현황>

다양한연령, 다양한국적의현지인들과함께즐기는한인사회대표축제로

다양한국적및인종을대상으로제품소개/판매등마케팅활동이가능한한인축제입니다.



언론보도현황

• LA Times

• ABC 7

• KTLA 5

• NBC 4

• FOX 11

• 월간 US 메트로뉴스

• 한국일보 /  중앙일보

• 코리아타운 데일리

• KBS / MBC / SBS

• 라디오 서울

• 라디오 코리아

• 우리 방송

• 연합 뉴스 등 다수의 언론보도 취재



국내·외홍보계획

PR PLAN
No.1

PR PLAN
No.2

PR PLAN
No.3



LA
KOREAN
FESTIVAL



행 사 명 제49회LA 한인축제 (The 49nd Los Angeles Korean Festival)

장 소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

행사기간 2022년 9월 22일~25일 / 4일간

관 람 객 약 400,000 명 방문(2019년 기준)

주 최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LAKFF)

프로그램 메인 무대 공연 및 엑스포, 로컬, 푸드, 체험 등 약 250개 부스 참여

LA 한인축제개요

주 제 “한류의 힘으로 회복과 화합＂



LA 한인축제목표

문화적교류

조화와단결

해외마케팅실현의장



경제적파급효과

2019 Festival Economic Value & Community Benefts

Type Amount

Booth Sales $700,000

Events & Parade $2,000,000

Community Benefts

$5,000,000

- Restaurants

- International Airfare

- Shopping

- Lodging

Expo Contracts & Negotiations $123,560,600

경제 효과
$10,000,000 +
86개 참가 부스

소매 판매고

LA  세관 신고 도매가
$2,000,000

(카고 러시 통한 통관 보고 가격)

공식 지정 업체

카고러쉬보고서

$6,000,000 +
기타 54개 참가 업체
소매 판매가 추정치

카고러쉬 외의 운송

업체통해 수입된

농수산 물품

카고러쉬 이외 운송업체

통한 수입 추정치

총 $16,000,000
(4일간 소매 판매

추정치)



FOOD ZONE

▪ 위치 : 3250 San Marino St, Los Angeles, CA 90006

▪ 규모 : 10ft-40ft (3m x 12m / 약 12평)

K-공산품
ZONE

글로벌 브랜드 ZONE
(토요타, 현대, 기아)

K-브랜드
(식품, 잡화등)

Festival Booth MAP



부스안내

일반부스

대상: 기업, 단체 및 개인 (판매 및 홍보)
가격(목-일): USD $3,500)

크기: 10ft x 10ft

제공 물품 : 0.9m x 2.4m 테이블 1개, 

의자 2개, 전기(5amps) 및

보건국 허가에 필요한 필수품

(2 Gallon 보온물통, 손비누, 쓰레기통, 페이퍼타올)

코너부스

대상: 일반부스 중 코너에 위치한 부스
가격(목-일): USD $3,800 
크기: 10ft x 10ft 

부스 앞면 위측에 설치되어야 하는 ‘메인배너’ 원하실 경우 메인

배너는 재단 측이 준비하며, $10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하나의 부스를 두 업체이상 사용시, 추가 업체 당 보건국
허가비용이 추가됩니다.

추가 전기 신청시 $200/20amp 별도 부담

제공 물품 : 0.9m x 2.4m 테이블 2개, 

의자 4개, 전기(5amps) 및

보건국 허가에 필요한 필수품

(2 Gallon 보온물통, 손비누, 쓰레기통, 페이퍼타올)청소비용은 $100 별도로 추가됩니다.

장비대여도 가능합니다. 업체 사정상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십시오.



# 부스비용 외 추가비용

- 통역(바이어미팅)을 위한 통역사 요청시 재단에서 준비한 통역자원봉사자(현지교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역(일상 판매를 위한 상주통역)을 원하시면, 1일 USD 120(8시간 기준)로 아르바이트 하실 분을 arrange 예정입니다.

부스추가비용

구분 선택 / 필수 항목 기본수량 비용 비고

보건국 허가증 신청 종류
(선택)

선택 사항 시식 ONLY - $59
보건국 허가증 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포장물품판매 ONLY - $82

선택 사항 포장물품 판매 + 시식 - $116

추가 장비
냉장물품 보관장비

(선택)

선택 사항 상업용 냉장고(1Door) - $350
운송 및 보험료 포함 금액
취소시 환불이 불가하며

최종 금액은 대여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냉동고 비용은 4일간 사
용료 기준입니다.

선택 사항 상업용 냉장고(2Door) - $500

선택 사항 박스 냉동고 - $280

선택 사항 상업용 냉동고(1Door) - $400

선택 사항 상업용 냉동고(2Door) - $575

추가 전력
(선택)

선택 사항 20 amps - $200
냉장고, 플라이팬, 보일링 팟 등

전력물품 사용시 필수

배너/현수막 필수 항목 각 부스별 적용 $100

청소비 필수 항목 각 부스별 적용 $100

※확정 금액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Premium Booth Space

VIP Parking

VIP Reception Ticket

Opening Ceremony / Tape Cutting

Korean Parade

Recap Report

Logo displayed in constant rotation on media faç
ade

Commercial Ad featured on main stage center screen

Scrolling logo on LED panels on both sides of the 
main screen throughout the day

Sponsor’s banner at  designated spots

Logo in Newspaper AD

Logo in TV AD

Mention in Radio AD

2022 LA Korean Festival Program Booklet Ad

2023 LA Korean Festival Sponsorship Booklet AD

Logo on even posters/flyers

Website and Social Media logo exposure

Banner Ad on LAKF Website

Stage
Choice of daily main stage program to be presented 

under the sponsor's name

Traditional 
Media

Print

Online

On-site

Hospitality

+$100,000 $55,000 $40,000 $30,000 $17,000 $10,000 $5,000 $2,000

Grand/Title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Patron Community

☆ ☆ ☆ ☆ ☆ ☆

10 Passes 5 Passes 4 Passes 3 Passes 2 Passes 1 Pass 1 Pass 1 Pass

10 Tickets 4 Tickets 3 Tickets 2 Tickets 2 Tickets 2 Tickets 1 Ticket

☆ ☆ ☆ ☆

☆ ☆

☆ ☆ ☆ ☆ ☆

☆ ☆ ☆ ☆ ☆ ☆ ☆

1 Min or 30
Sec/30x

1 Min or 30
Sec/15x

30 Sec/15x 30 Sec/7x 30 Sec/5x 30 Sec/3x

☆ ☆ ☆ ☆ ☆ ☆

5 Banners
(3’x10’)

3 Banners
(3’x10’)

2 Banners
(3’x10’)

1 Banner
(2x10’)

☆ ☆ ☆ ☆ ☆ ☆ ☆ ☆

☆ ☆ ☆ ☆ ☆ ☆ ☆

☆ ☆ ☆ ☆ ☆ ☆

4 Pages 2 Pages 2 pages 1 page 1 page 1 page 1 page 1 page

2 Pages 2 Pages 1 Page 1 Page 1 Page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2022년 (행사일 9월 22일~ 9월 25일 ) 

비고
3월~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참가신청서 접수 계약금 50%

2. 참가비 계약금 입금 잔금 완납

3. 전시물품 통관

a)통관대행업체선정 개별통관 가능

b)선적서류 취합
선박수송

해상 6월10일
항공 8월22일

c)전시물품 집하
선박수송

해상 6월28일
항공 9월2일

d)운송-통관수속

e)LA통관-보관,입점

4. 엑스포참가자 출국

a)수입업체연결 및
수출상담

b)행사참가

c)전시품 처분

5. EXPO 폐막-입국

LA한인축제운영일정

** 본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추정된 시간 기준일이며 정확한 기준은 통관대행업체에 빠른시일내에 문의를 추천합니다. 





행사명 제 38회오렌지카운티아리랑축제
(The 38th ARIRANG FESTIVAL / ORANGE COUNTY)

장 소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Garden Grove) 市

행사기간 2022년 9월 29일~10월 2일 / 4일간

관람객 약 250,000 명방문(2019년기준)

주 최 오렌지카운티한인축제재단(KFCOC)

프로그램 메인무대공연및엑스포, 로컬, 푸드, 체험등

LA 한인축제개요



O.C 아리랑 축제는 1981년 부터 시작되어

매년 25만명 이상의 한국인과 오렌지카운티 현지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진행 기간 동안 부스 디스플레이, 무대 광고 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홍보, 현장 세일즈 가능하며, 

현지 신문, TV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한 축제 홍보를 통해

추가적인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C 아리랑축제프로그램구성



▪ 위치 : 977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규모 : 20ft-20ft (6m x 6m / 약 8평)

엑스포2관
(K-Brand 

zone)

글로벌 브랜드
ZONE

Festival Booth MAP

<EXPO 2관 대형 야외부스 설치/운영>

FOOD ZONE

엑스포 1관
K-Food zone
(식품, 잡화등)



Festival Booth & 

Sponsorship Program

Grand Sponsorship / $ 50,000 Gold Sponsorship / #30,000 Silver Sponsorship / $20,000 Bronze Sponsorship / $ 10,000

▪ 개막식 행사 LED 로고 영상 홍보

▪ 미디어 컨퍼런스 초대

▪ 개막식 테이프 커팅 참가

▪ VIP 리셉션 초대권 5매

▪ LED 광고 30초 영상 노출

(※ 1일 20회/축제기간 노출)

▪ 부스제공(자리협의) 20ft x 20ft

▪ 진행되는 축제광고 내 로고삽입

▪ 축제 포스터 로고삽입

▪ 프로그램북 전면 컬러광고 2P 제공

▪ 1년간 모든 축제 재단 행사에 로고삽입

▪ 미디어 컨퍼런스 초대

▪ 개막식 테이프 커팅 참가

▪ VIP 리셉션 초대권 4매

▪ LED 광고 30초 영상 노출

(※ 1일 10회/축제기간 노출)

▪ 부스제공(자리협의) 20ft x 20ft

▪ 진행되는 축제광고 내 로고삽입

▪ 축제 포스터 로고삽입

▪ 프로그램북 전면 컬러광고 2P 제공

▪ 미디어 컨퍼런스 초대

▪ 개막식 테이프 커팅 참가

▪ VIP 리셉션 초대권 2매

▪ LED 광고 30초 영상 노출

(※ 1일 5회/축제기간 노출)

▪ 부스제공(자리협의) 20ft x 20ft

▪ 진행되는 축제광고 내 로고삽입

▪ 축제 포스터 로고삽입

▪ 프로그램북 전면 컬러광고 2P 제공

▪ 미디어 컨퍼런스 초대

▪ LED 광고 30초 영상 노출

(※ 1일 5회/축제기간 노출)

▪ 부스제공(자리협의) 20ft x 20ft

▪ 진행되는 축제광고 내 로고삽입

▪ 프로그램북 전면 컬러광고 2P 제공

Booth 안내

BOOTH 안내 기본 BOOTH 정보

▪ 축제 BOOTH 비용 : $2,500~3,000 

※ 20개 이상 BOOTH 참여 단체에 한하여 1BOOTH당 $2500 진행 가능

▪ K-Brand ZONE 위치 제공 (※ 주최측 사정에 따라 BOOTH 변경 가능성 있음)

▪ BOOTH 규모 : 10 X 10ft 기본 부스 제공 (약 3x3m)

▪ 제공물품 : 0.9m x 2.4m 테이브 2개 + 의자 4개 + 전기(5amps) 

▪ 기타 운영 장비 별도 준비 또는 축제운영사무국 렌탈



# 부스비용 외 추가비용

- 통역(바이어미팅)을 위한 통역사 요청시 재단에서 준비한 통역자원봉사자(현지교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역(일상 판매를 위한 상주통역)을 원하시면, 1일 USD 120(8시간 기준)로 아르바이트 하실 분을 arrange 예정입니다.

부스추가비용

구분 선택 / 필수 항목 기본수량 비용 비고

보건국 허가증 신청 종류
(선택)

선택 사항 시식 ONLY - $59
보건국 허가증 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포장물품판매 ONLY - $82

선택 사항 포장물품 판매 + 시식 - $116

추가 장비
냉장물품 보관장비

(선택)

선택 사항 상업용 냉장고(1Door) - $350
운송 및 보험료 포함 금액
취소시 환불이 불가하며

최종 금액은 대여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냉동고 비용은 4일간 사
용료 기준입니다.

선택 사항 상업용 냉장고(2Door) - $500

선택 사항 박스 냉동고 - $280

선택 사항 상업용 냉동고(1Door) - $400

선택 사항 상업용 냉동고(2Door) - $575

추가 전력
(선택)

선택 사항 20 amps - $200
냉장고, 플라이팬, 보일링 팟 등

전력물품 사용시 필수

배너/현수막 필수 항목 각 부스별 적용 $100

청소비 필수 항목 각 부스별 적용 $100

※확정 금액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OC 아리랑축제운영일정



추가 Q&A



Q. 물류비용 및 선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통상 업체당 170만원~2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나, 

물류비용은 중량 및 부피에 따라 상이하여 일반화된 금액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Q. 항공 및 숙박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A.  항공/숙박은 개별 arrange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항공 및 숙박을 의뢰하고자 희망하시는 경우, 수요파악 후 단체로 섭외 가능합니다. (※ 한국 주관사 개별 문의)

＃ 참고로 현재 기준(2022.04월) 예상 금액은 항공료 170~200만원(※최근 유가 상승으로 항공비상승분 포함/ 유류할증료만 50만원 수준), 

숙박은 USD 150~250/night 금액 예상

Q. 운송 및 허가취득을 위한 참가기업에서 준비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운송/통관 또는 현지 허가사항 등은 축제재단에서 정리 하여 일괄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건강식품 등 식품의 경우, 시식행사를 원하시면 시식이 허가된 Permit Zone으로 이동이 불가피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타 회원사와 함께 협회 Zone 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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