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 식사용 난방 시스템

추운 겨울 몇 달 동안, 실외에서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도 및 도로에서 식사를 위한 도시의 열린 식당 프로그램을 통해 식음료 시설에 실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식당 소유자가 실외 식사 장소 설치를 위한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실외 난방 시스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기 난방기 
2. 천연가스 난방기
3. 프로판 난방기

이러한 3가지 유형의 난방 시스템에는 각각 자체 비용, 이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방 시스템을 선택하더라도, 난방기를 제대로 설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설치하고, 필요하면 허가를 받고, 난방기 사용 시 제조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제조사가 의도한 대로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화재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기 난방 시스템
실외 식사용 전기 난방 시스템 설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고 있는 식음료 시설 소유자는 아래 간편 안내서를 
참고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기 난방기는 보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전기 기술자 고용

•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실외 식사용 전기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전기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실외 식사용 전기 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기존 전기 배선 시스템에서 작업이 필요하며, 적절한 
실외 콘센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전기 기술자가 받은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 작업 신청 승인 및 건물관리국(DOB) 작업 허가가 없으면 전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bldgs_bulletins/bb_2020-018.pdf


•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전기 기술자는 건물관리국에 정회원이며, 모든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허가를 받는 방법을 알고, 새로운 난방 시스템에 필요한 전기 배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에서 전기 기술자의 면허 상태는 건물관리국의 건물 정보 시스템(BI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에서 모든 전기 작업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전기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무자격자가 전기 작업을 수행하면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2단계    검사받기 

•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전기 기술자가 허가를 받아 새로운 전기 실외 난방 시스템 설치 작업을 한 경우,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판단하면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건물관리국(DOB) 
검사를 대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검사가 필요하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일부 간단한 전기 작업에는 건물관리국(DOB) 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배선 및 콘센트 설치는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새로운 전기 패널이 설치되면, 해당 패널을 작동시키기 전에 대략적인 
전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모든 검사에 대해 담당 전기 기술자가 건물관리국(DOB)에 공식 검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건물관리국(DOB)은 검사관을 해당 장소로 보내어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난방 시스템 켜기 

•  이제 전기 난방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검사를 받았으므로, 식당 직원이 실외 난방 시스템을 작동하여 
켤 수 있습니다.

•  난방기 배치 및 제대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등 전기 난방 시스템을 사용할 때 항상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천연가스 난방 시스템
실외 식사용 천연가스 난방 시스템 설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고 있는 식음료 시설 소유자는 아래 간편 
안내서를 참고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천연가스 난방기는 
보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난방기를 도로로 옮길 수 없습니다.

1단계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 고용

•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실외 식사용 천연가스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을 고용해야 합니다. 

•  실외 식사용 천연가스 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기존 천연가스 배관 시스템에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이 받은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LAA 신청 
승인 및 건물관리국(DOB) 작업 허가가 없으면 가스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은 건물관리국(DOB)에 정회원이며, 모든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허가를 받는 방법을 알고, 새로운 난방 시스템에 필요한 가스 배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에서 배관공의 면허 상태는 건물관리국의 건물 정보 시스템(BI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에서 모든 가스 배관 작업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 또는 가스 작업 자격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무자격자가 가스 작업을 수행하면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http://a810-bisweb.nyc.gov/bisweb/LicenseTypeServlet?vlfirst=Y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bldgs_bulletins/bb_2020-019.pdf
http://a810-bisweb.nyc.gov/bisweb/LicenseTypeServlet?vlfirst=Y


2단계    검사받기 

•  건물관리국(DOB) -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이 허가를 받아 새로운 천연가스 실외 난방 시스템 설치 
작업을 한 경우, 건물관리국(DOB)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배관공이 건물관리국(DOB)에 공식 검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건물관리국(DOB)은 검사관을 해당 장소로 보내어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뉴욕 소방국(FDNY) - 건물관리국(DOB) 검사 후, 해당 작업이 뉴욕시 화재 규정도 또한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뉴욕 소방국(FDNY)의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도 또한 뉴욕 소방국(FDNY)에 
이 검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 설치된 천연가스 난방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뉴욕 소방국
(FDNY) 허가 및 적합성 인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유틸리티 회사 -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면허를 소지한 숙달된 배관공이 지역 유틸리티 회사에 전화하여 
새로운 천연가스 난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3단계    난방 시스템 켜기 

•  이제 가스 난방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검사를 받았으며, 유틸리티 회사가 가스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므로, 
식당 직원이 실외 난방 시스템을 작동하여 켤 수 있습니다.

•  난방기 배치 및 제대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등 가스 난방 시스템을 사용할 때 항상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프로판 난방기
프로판 난방기는 난방기 내부에 교체 가능한 
프로판 가스통을 통해 열을 공급하는 자급식 
난방기입니다. 

이 난방기는 건물관리국(DOB) 허가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뉴욕 소방국(FDNY) 규정이 
적용됩니다. 

뉴욕시에서 실외 식사용 프로판 난방기 사용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 소방국(FDNY)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1.nyc.gov/assets/fdny/downloads/pdf/business/propane-heater-handout.pdf
https://www1.nyc.gov/assets/fdny/downloads/pdf/business/propane-heater-handou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