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Tier II)  
제출 시스템
커뮤니티 알 권리 온라인 
제출 시스템
www.nyc.gov/dep/tier2filing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규정 준수는 의무입니다
제출 기한: 매년 3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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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또는 DEP 라이브러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SDS)를 검색하고 각 화학 물질에 대한 
SDS를 선택하고, 저장하고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이 제출 수수료를 계산하며, 주요 
신용/직불 카드 또는 전자수표로 온라인에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배치도 등의 파일을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쇄본으로 제출하길 원하는 시설은 웹사이트
(www.nyc.gov/dep/tier2filing)에서 무료로 FIF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준수 
패키지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2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험 관리 계획(RMP)
위험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정보 및 지침은 DEP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RMP@ dep.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2단계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예약을 
원하시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718) 595-4659로 전화하시거나 알 권리 
프로그램에 deptier2@dep.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또는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ight to Know Program
59-17 Junction Blvd 1st fl
Flushing, NY 11373-5108

소개 
뉴욕시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EP) 커뮤니티 
알 권리(Right-To-Know, RTK) 프로그램에는 
2단계(Tier II) 제출 시스템이라는 웹 기반 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설 
소유자/운영자는 연간 시설 재고 양식(Facility 
Inventory Forms, FIF)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시설 재고 양식(FIF)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 사용자 계정을 만들려면  
www. nyc. gov/ dep/ tier2filing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 후에는 시설 ID 번호와 비밀번호 생성 
및 계정 활성화를 위한 링크를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시설의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한 후 계정에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신청하여 모든 시설에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인쇄본 FIF를 제출하신 경우, "기존 
시설(Existing Facility)"로 등록하시고 그 
등록 양식에 있는 시설 ID 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의 이점:
• 드롭다운 상자에서 선택하여 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재고, 수량, 저장 코드 등의 
데이터를 손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에 대한 시설 재고 양식(FIF)을 확인하고 
편집하고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인쇄본 제출 패키지 신청에 드는 수수료 
$20.00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mailto:RMP%40dep.nyc.gov?subject=
https://www1.nyc.gov/site/dep/about/community-right-to-know-program.page

