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빈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4400 휠러 로드 | 마르티네즈, GA 30907 | 706-863-0510 | mumc1891@knology.net

마르빙젠자 : 11월 13일,20211
실내/실외 예술, 공예품, 야드 판매 및
골동품 장식 /가구 공급 업체 공간
8 :00 a.m - 2:00 p.m.
벨레어 로드와 마르티네즈의 휠러 로드 모퉁이에 위치한 체육관의 실내 마빈간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금 모금 행사의 수익은 MUMC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품, 공예품, 자동 판매기 등을 제공하는 30 개 이상의 공급 업체가있을
것입니다. 모든 판매는 실내, 공급 업체 주차장, 공급 업체 드롭 / 픽업 포인트 할당, 환영
환경에서 고객 주차 공간이 지정됩니다. MUMC는 카페에서 음식을 판매 할 예정입니다.
공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은 전날 인금요일, 3:00 p.m. - 6:00 p.m. Venders는 토요일 6:00a.m에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음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부스, 체육관 외부에 설정하고자하는 사람은 부스 당 $ 75.00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스는 제한, 전기, 오버 헤드 커버를 유지하기 위해 무게를 가지고.
젊은 아티스트 행 (실내)은 3-19 세의 젊은 예술가가 5x5 부스에 참여할 수있는 곳입니다
$20.00 공간에 맞게 테이블을 가져 와서 전기가 없습니다.
실내 체육관 공간 비용은 $ 30 10x10 공간에 대한. 자신의 테이블과 전원 케이블 (25-50 피트
무거운 의무 perferred)를 가져 오십시오. 의자 2개가 제공되되나 직접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테이블과 추가 소모품을 가져와 물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항목과 자신의 지역에 축적 된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노 쇼는 자신의 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MUMC에 대한 기부로 간주됩니다. COVID, 상인은 자신의 마스크, 살균제 및 청소
용품을 가지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MUMC는 귀하의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의 마빈 간자를
선택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공간 이용성 및 예약:
다이앤 매스, 706-863-0510, 이메일: mumc1891@knology.net
요청 시 정보와 등록 양식은 이메일을 통해 보내지거나 교회 사무실 월-금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전 9:00부터 오후 2:00까지. 양식을 완전히 꺼내 서 우편으로 반품하거나
지불이 포함된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십시오. 우편으로 양식을 반환할 때, 제목 줄에서
Marvinganza 공급업체 양식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우발적인 삭제를 방지하십시오.
수표는 메모로 마빈 간자와 마빈 여성에게 지불해야합니다. 영수증이 제공됩니다. 부스
의 지불은 신속하고 이벤트 전에 수요일로 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무급 야유는
11:00p.m 제거됩니다. 이벤트 전에 수요일 스탠비 공급 업체로 대체 . 이메일에 의한
관심사는 결제가 접수될 때까지 장소 소지자로 사용되며, 부스 배정 배치에 대한 판매 항목
설명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부스 과제는 지도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유료 예약을 아래 주소또는 직접 보내주십시오.
우편 주소:
마빈간자
마빈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4400 휠러 로드
마르티네스, GA 30907

마빈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4400 휠러 로드 | 마르티네즈, GA 30907 | 706-863-0510 | mumc1891@knology.net
우주 #

지불 $

마르빙간자

스테이플
은 여기

202년11월13일
우리의 다음 Marvinganza는 10 월 XX,2021
8 :00 a.m - 2:00 p.m.

등록 양식
COVID는 부스 수를 줄이면 등록을 안내해 주십시오.

공급업체 정보(인쇄):
비즈니스 또는 조직의 이름:
담당자:
이름:

전화: __

우편 주소:
스트리트시티스테이트Zip

이메일:
공급업체 공간 정보:
당신은 무엇을 판매 할 것인가?
야드 판매 항목
공예 나는 항목의 공급
업체를 tems
부스 설치 데프립션: 텐트 이젤 선반 / 단계 / 계층 디스플레이 벽 Purfumed 항목
간략한 설명:

숙박 시설: Booth 비용은 교회 회원에 대해 동일합니다.
부스 수: ______
**제한된 전기 콘센트s?
예 또는 아니오
각 사람은 출발 시 해당 지역을 청소하고 의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 요청 또는 요구사항 :
공백 (10'x10' )요청:
x $30 각 = 총 기한: $________
젊은 아티스트 (5x5) 요청: x $
20 각 = 총 기한 : $_____
외부 공간 (8.5x20) 요청:
x $75 각 = 총 기한 : $____

합계

$

*********************************************************************

Office use only: Customer receipts
On November 13, the following Marvingzenza was
Marvin United Methodist Church | 4400 Wheeler Road | Martinez, GA 30907 | 706-863-0510 | mumc1891@knology.net

The setup can start friday from 3:00 to 6:00 p.m and Saturday morning at 6:30 am.
Checks must be paid as a note to marvin women with marvinganza.
Payment: Cash: $_____#______ Recei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